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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 모두 평안하신지요? 

늘 기도로 선교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지상 전철 공사로 온 도시가 분주하고 교통이 정체되어 

그동안 공사하던 일부가 한달 후부터 개통을 한다니 숨통이 트일것 같습니다. 이제 건기로 들어와 물과 전기가 매주 

끊기고 있어 건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느가투 할아버지댁에 학비 전달겸 몸이 불편하셔서 경과도 보고 기도드리며 다녀 

왔습니다. 다행히 병문안 가니 침대에서 나오셔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올해 9 월이면 97 세이십니다. 

최근에 한국의 보훈처장관으로 부터 평화의 메달을 받으셨다며 기뻐하시며 제게 보여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며 감사를 전하십니다. 딸인 살람이 남편과 헤어지고 이제 집에서 본격적으로 

이웃집들의 빨래를 해주며 일하고 밤라쿠가 종이로 작은 간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500 불하는 

삼성의 반자동 세탁기라도 한대 사주며 열심히 일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진:누가투 참전용사 한국 정부에서 받은 훈장과 가족, 빨래 일을 시작한 딸>. 

 

 

 

<최근에 완공한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단기 방문팀> 

1. 지난 3 월에 미국에서 방문한 Steve Brown 형제가 월요 아디스 

아바바 대학생 집회에 초대되어 젊은이들에게 간증과 복음송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2. 수원제일 교회 이규왕 목사님과 사모님이 방문하셔서 픽밥받고 

있는 악숨의 지하 개척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시간을 

주셨고, 처음으로 악숨에서 120 킬로 떨어진 데브레 다모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기도원은 4 세기에 세워졌고, 이슬람과 적의 침투를 

방어하기 위해 산 정상에 세워졌고 소가죽으로 만든 줄을 타고만 

올라갈수 있는 수도원으로서 지금도 150 여명의 수도사들이 기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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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이규왕 목사님과 외줄을 잡고 절벽 수도원 교회를 올라가는 중> 

 

3. 서울 주영광 교회 설진국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미전도 지역의 개척교회 현장을 헬리콥터 선교회의 미션 

헬기를 타고 미전도 부족에가서 복음을 나누었고, 랄리벨라를 방문해 지하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 교회가  

정부에 의해 페쇄되어 픽밥 받고 있는 지도자들을 기도해드렸습니다.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을 파주교, 

인근에 선교 센터와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교회를 위해 삼륜차를 

구입해서 자립 할수 있는 기도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사진: 랄리벨라의 지하교회 지도자와 삼륜차, 학교 부지에서 현지 장로님 부부와, 인근지역에 물이 없어 고생하는 

지역, 정교회의 핍박으로 교회가 부서진 악숨교회의 주일 집회후 성도들과 함께> 

 

 



장선교사는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 체육관에서 가진 118 회 졸업식은 2015 년 5 월 15 일 Ph. D in ICS 

문화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FB 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박사를 만들어 내다. 2007 년에 

안식년 시카고로 와서 대선이는 메시야(뉴욕 이타카) 대학, 지연이는 미시건 호프대학으로 오고 그사이에 아빠는 

원인없는 아픔으로 시름 시름 아팠다.  트리니티 신학교에 와서 아빠는 상담 교수님들을 만나 아픔을 해결 받고, 

엄마는 박사님, 대선이는  뉴욕 회계사, 지연이는 미국학교 교사와 UPEN 대학원생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드리며,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아멘. 

가을 새학기부터  ETC 대학과 새로운 EGST 대학원에서도 티칭 해줄것을 선교부에서 요청받아서 서류 심사와 

인터뷰까지 마쳤습니다. Ph. D. in ICS 논문은 Becoming a Pente: Factors Influencing the Conversion to Protestant 

Christianity among urban Ethiopian Orthodox Young Adults. 개신교로의 개종한 젊은이들의 연구 논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선교 컨퍼런스, 많은 주제들과 최고의 강사들을 만나고, 장선교사의 컨퍼런스 발표 (4/18, 토)가 

있었습다. <자세한 스케줄은 여기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Missionary Holistic Approach vs. Indigenous Oral 

Proclamation of the Word of God in the Ethiopian Orthodox Context Eunhye Chang, Ph.D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https://www.emsweb.org/regions/north-central 

 

(사진: 논문 디펜딩과 4 월 29 일후 두 지도 교수님이 기도해주셨고, Dr. Ott, 교수님과 Dr. Priest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교지 방문: 이제 앞으로 학교 부지에 학교와 선교센터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간구하고 있고 동두천에서 베들레헴 요양원하시는 이현중목사님이 크리닉 한칸을 

지어서 조그만한 클리닉을 하고 싶다며 9 월경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한쪽은 학교를, 한쪽은 클리닉을, 다른 한쪽은 

선교관을 세워서 더이상 매년 임대료 인상으로 선교사택이 이사 다니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교회 

건축, 선교관 건축, 유치원 건축 1:1 어린이 후원등) 

 

에티오피아는 십자가의 나라:  

십자가의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참수 당한 에티오피아 기독교 성도 30 명, 최근 이집트 기독교인을 ISIS 가 

살해후 2 차로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모두 남자만 30 명을 1-2 차에 걸쳐서 참수시켜 에티오피아는 3 일동안 

전국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는 에티오피아가 십자가의 나라로 알려졌는지, 

이슬람국가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3 번씩 기도한것처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어서인지, 모두 

참수 시켰습니다. <비디오 유의-비디오 후반 부분은 살인 장면 포함>너무 잔인한 장면입니다. 

  http://christiannews.net/.../you-will-not-have-safety.../    CHRISTIANNEWS.NET 

‘You Will Not Have Safety Until You Accept Islam': ISIS Kills 30 Ethiopian ‘Followers... 

기도 소식은  

1. 저희 교회의 18 살 자매의 남여 양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아산병원이 듣고 무료 수술을 해주기로 결정해 

주어서 무료 수술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시각 장애인 아열러 국회의원의 한동대학 법률대학원의 입학을 재추진하고 있고 

3. 장선교사는 논문 마무리와 디펜스(4 월 29 일) 그리고 졸업(5 월 15 일)을 하고 ETC 신학대학과 EGST 대학원에서 

가을학기 부터 교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4. 한국의 부친 장로님이 97 세로 최근 넘어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가 요양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잘 

회복 할수 있도록  

5. 2015 년 7 월과 9 월의 단기 선교팀 방문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에 감사드리며, 박종국 장은혜(대선, 지연)선교사 드림 

Mission Hills Africa(동 아프리카 자원 연구소) 

Mission Hills Foundation www.Ethiopiamission.org    cushjkpark@hotmail.com 

Mission Hills Africa   Rev. Jong Kook Park PO Box 127, Addis Ababa Ethiopia +251-912 609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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