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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에서 사랑하는 태국선교 동역자님에게, 

 

[지금 태국에서는...] 

태국은 우기철이지만 비가 자주 내리지는 않고 몰아서 오는 것 같습니다. 태국의 최근 

관심도 대부분 코로나 19와 관련된 것입니다. 7월 들어오면서 델타 변이종 확진자가 급

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일일 확진자가 9,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콕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말레이시아와 인접한 남부 지방도에서 확진자가 집중되

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결국 정부는 최고수준엄격통제지역(Dark Red 

Zone)인 방콕을 비롯한 10개도에 2주간(7월 12-26) 럭다운을 선포했습니다. 지역간 이

동 제한, 통행금지(21시-04시), 비행기 철도 버스 노선 등이 운행 시간 제한 또는 중지

가 결정되었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태국의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

아 보입니다. 이를 부채질하는 것이 중국제 백신을 맞은 의료진들이 재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빠른 백신 접종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

니다. 모든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라용 아가페교회 사역] 

지난 4월 부활절 예배 이후부터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와 라용도

의 방역 지침에 따라 노인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먼저 백신 주사를 맞았지만 아

직 많은 분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백신을 맞은 성도들 대부분은 큰 부작

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계획했던 상반기 사역은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 이후의 사역들도 의논하고 있지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 성경공부(수, 목)등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새벽기도회만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자유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나 라인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 성도들을 심방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대면 예배를 사모하

는 성도들이 주간에 직접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에프 선교사를 협력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기타모임] 

아가페 선교사회 정기모임(7/12), GMS 태국 중부지부, GMS 동남아 지역 선교회(7/12), 

태국선교사회 중부지회 수련회(6/22) 등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도제목] 

1. 라용 아가페교회 사역을 위해서 

- 코로나 19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 사역자(위온 전도사, 박재천, 홍영숙 선교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 하반기 사역(조직교회 인준, 교회 설립 7주년 기념예배, 수련회 등등)을 인도해 주시

도록 

2. 태국과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개인과 사회의 생활이나 교회 사역이 정상을 회복하도록 

3.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과 가정과 사역을 인도해 주시도록 

4.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태국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5. 한국에 있는 아들의 학업(대학원)과 진로를 인도해 주시도록 

6. 저희 내외가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19 소식으로 도배되고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직 겸비하게 

우리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

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라고 탄식하며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

음으로 산다’고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

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날

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4일 

 

태국 라용에서 박재천 홍영숙 선교사 드림  



 

※ 연락처  

전 화 : +66-87-999-5761(박재천), +66-92-252-2528(홍영숙), 070-8625-3399(인터넷폰) 

메 일 : parkjcheon@gmail.com/parkjcheon@daum.net 

후원계좌 : 하나은행 010-04-06388-304(GMS - 박재천) 

☎ 070-354-8861 

태국현지은행: KASIKORNBANK(009-8-15613-5) 

(MR. JAECHEON 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