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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에서 온 편지_박종국-장은혜 선교사_Prayer Letter from Ethiopia.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선교 동역자 여러분에게, 

서울에서 문안드리며, 안부를 드립니다. 메르스로 인한 21세기 최악의 상황에 있는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가볍게 지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조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선교사도 지난 2012년 눈에 

2개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항공으로 인근나라인 케냐 병원으로 한달간 후송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질병에서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좋은 유산균이 활동해 나쁜 유산군과 바이러스를 이겨 낼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금번 부친의 장례식을 마치고 선교지로 박종국 선교사(에티오피아)는 7월 4일  출국합니다. 부친 장로님께서 지난 기도편지에 

건강을 위해 기도부탁드렸는데, 건강 회복하시지 못하고 9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입성을 하셨습니다. 한달 반정도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회복하지시 못했습니다. 모든 장례 은혜가운데 마치고 에티오피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선교사는 지난 5월 15일 졸업하였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논문 교정본을 제출하고 뉴욕을  2주 방문후 대선이와 지연이를 보고 

에티오피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미션 힐스 선교 확대 사역을 위해 시카고 뉴라이프 타임스와 MC TV에 집중 Misson 

Hills Africa광고 사역을 위해 고경남 회계사님께서 방송 광고 후원해주셔서 집중 광고중입니다. 
 
에티오피아 방문및 단기 선교팀과 방문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동대 장순홍 총장님 부부와 비서실 담당과 3명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7월 7일-15일 왕성 교회 청년부팀 11명 



9월 29-10월 3일  왕성 교회 장년 단기선교. 

10월 6일-13일 이현정 목사님외 2명(클리닉)  

10월 19-26강민수 목사님(시카고 레익뷰 언약 교회_아디스 아바바 대학생 전도 집회 

11월 오귀문 선교사님 방문 

 
기도제목입니다. 

1. 부친 장로님 97세 장례 은혜가운데 마치고 고국의 남겨진 4분의 누님들을 위하여 

2. 13번째 교회 개척과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 

2. 장 선교사의 트리니티 신학교 박사 학위 수여 (2015년 5월 15일) 감사와 ETC 대학과 EGST대학원에서의 교수사역을 위해 

3.대선이의 NY CPA 직장 EY에서 새로운 직장 Guggenheim NY으로 이동 결정하고, 지연이 교사로 일하며 UPEN대학원 여름 집중 

수업을 위하여 

4. 한국에서 선교 후원 업무등 체류 (7월 4일까지) 와 온 가족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하여 

5. 최근 암하릭으로 번역된 릭워렌 목사님의 Purpose Driven church성경공부 교제 인쇄를 위해 (3,500불) 과  

     장은혜 선교사의 영문 폴 히버트 교수님 글이 미국에서 영문판으로 출판 되어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6. 에티오피아 시각 장애우 아열러 국회의원 한동대학 법률 대학원 입학을 위해 

7. 에티오피아 남여 양성가지 자매의 한국 아산병원에서의 무료 수술을  위해 열린 의사회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8.  올해안에 선교센터와 2차 유치원 학교, 12번째 교회 건축, 크리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종국 장은혜 (대선, 지연) 선교사 드림 
 
 

Mission Field Office:  Mission Hills Africa 
Rev. Jong Kook Park 

PO Box 127 SIM, Addis Ababa Ethiopia 
Phone:  

+251-91-147-0962 
+251-912 609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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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82-010-2612-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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