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 안 공 동체 사역
PRAY WIT H US

L ONG AN S E G AE R O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세워가시는 공동체

✓

의료사역 : 병원 진료사역, 순회 무료 진료사역

✓

고엽제 환자 및 장애아 돕기 사역

✓

선천성 심장병 환자돕기, 언청이, 성형수술 사역

✓

교육사역 : 한글교실

✓

지역개발 사역: 사랑의 집짓기 사역

✓

장학사역 : 직원 자녀 (유치, 초, 중등, 고등, 대학)

✓

교회개척 : 득화교회, 쑤언터이 예배처소, 제 3 개척교회

중부 개척 사역
라오스 사역
예비 선교사 (내과)
참조은 광성교회
꽝빈 처소교회
안과 개설

• 고엽제 재활치료실

제 3 개척교회 (미한박)
제 4 개척교회
X-Ray
조영실선생님

Contact us
853950 Ấp Mới Một, Xã Mỹ Hạnh Nam,
Huyện Đức Hoà, Tỉnh Long An.

• 한글학교

• 이비인후과 장비 교체

84-272)3849950-1 Fax 84-27203849952
롱안 공동체 후원 186-890917-88107

5월

keb 하나은행 우석정

의료를 통한 교회 개척
롱안 세계로 병원은 2006년 10월부터 진료를 시작하였습
니다. 병원은 남부 롱안성 덕화군 미한남면 지역에 위치하
며, 베트남 농촌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베트남 현

롱안 공동체는 2006년 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인 직원 80여명과 함께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50병상

의료를 통한 교회 개척을 위해

허가 중 35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 과목은 내과, 외과,

예배 공동체, 사역 공동체, 식탁 공동체로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를 포함

함께 사역하며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하는 종합 병원입니다.

• 얄라이성 쁠레이꾸 탐방

함께 마음을 모아 주세요 .
1. 베트남 해방 기념일과 노동절 연휴를 맞아 흩어졌던 공동체가 모
여 베트남 중부 얄라이 성에 속한 쁠레이꾸에 다녀왔습니다. 동하
와 하노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진주 선생님과 권태일 선생님
가정과 함께 베트남 기ㄷ 전ㄷ 총회 소속인 소수 민족 ㄱ회 6곳을
방문해서 ㄱ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쁠레이 볼 ㄱ회 요청으로 플
라스틱 의자 200개를 후원해 드렸습니다.
3. 코로나 시기에 양성 환자들을 임시로 격리하고 선별 검사를 담당
했던 직원들의 임시 휴게실로 사용했던 재활치료실과 한글학교의
비품들을 제자리로 재배치했습니다. 6월 부터는 재활치료실과 재
택 재활 그리고 한글학교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5월 11일 부터 28일까지 현재 본부 사역 중이신 김민지 선생님
이 롱안에 방문하셨습니다. 함께 깜로 센터와 광남 SC 병원 부지,
그리고 다낭의 ㄱ회 2곳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깜로 센터는 3층까
지 골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 였고 내부 공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내과 진료가 가능한 의원으로 사용하면서
소ㅅ 부족 ㄱ회 전ㄷ자들을 돕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
요.
5. 개원시 이비인후과 장비를 도와 주셨던 황보근 선생님께서 이번에
도 이비인후과 장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6. 미주 시카고 씨드 선교회 후원으로 계속해서 광찌성 고엽제 피해
10 가정에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7. 롱안에서도 조영실 장로님 후원으로 고엽제 피해 10 가정에 위로
금을 전달했습니다.
8. 전우영, 정선경 선생님 가정이 딸 예진의 둘째 출산을 돕기 위해
귀국하셨습니다. 30일에 손녀를 만나셨고 현재 집에서 산후조리
와 육아를 돕고 계십니다. 예진이가 잘 회복되고 가족들과 좋은 시
간 보내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9.우석정, 이희정 선생님 가정 개인 일정으로 귀국하셨습니다. 두자
녀(연덕, 연경)와 미래를 함께 할 새 가족들을 만납니다. 짧은 시간
이지만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제 2 처소교회(쑤언터이)가 공터 매립과 담장 공사를 시작했습
니다. 안전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되고 재정도 채워질 수 있도록 기
도해 주세요.
11.제 4처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쑤언터이 선의 기도처
소를 떤수언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준비 하려고 합니다. 재정을 허
락해 주시도록 함께 아뢰어 주세요.
12.안식년과 개인 일정으로 빈자리가 많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
종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광찌성 고엽제 피해 가정 방문 위로금 전달 (10가정)
• 롱안성 고엽제 피해 가정 방문 위로금 전달 (10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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