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 동역자님들과 가족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최병옥 정나영 선교사 5월 소식 전합니다.
피지, 인도발 코로나 지역감염으로 봉쇄되었습니다.
4월 10일, 인도로부터 피지에 입국한 인도인 부부로부터 격리 시설의 군인과 직원이 코로
나에 감염되었는데 감염된 직원이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급속히 바이러스가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피지는 4월 19일부터 5월 12일까지 락다운되었습니다. 현재 공항은 입국

도 출국도 안되며 전학교가 닫히고 통행금지실시와 함께 이동 금지되었고 약국과 슈퍼만 다
녀올 수 있습니다.
정나영 선교사 3주째 격리 시설에 있습니다.
현재 제 아내(정나영선교사)가 격리 중인 시설에서 격리 중에 군인과 직원이 감염되었기에
제 아내는 2주면 끝나는 격리 기간이 3주로 늘어났습니다.

격리시설의 직원들이 모두 격리

되면서 음식이나 세탁 모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이나 물품 반입이 안되기에
아내는 2주째 간단한 현지인 음식으로 인해 체중이 감소하고 있고 식중독으로 배탈 설사를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격리 시설이 불안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 주기를 요청했지만 받
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1주일 격리를 잘 마치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아내가 한국에서 이곳 피지로 돌아오는 항공편에도 문제가 있어서 경유지에서 입국 허가를
해주지 않아 마음 조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항공기 랜딩 기술적 문제가 생겨서 피지에 거의
다와서 비행기가 다시 회항하기도 하는 등 인천에서 피지 공항에 도착 하는데 4박 5일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피지가 봉쇄되기 직전에 들어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의 항공권과 격리비용과 사역지원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편지에 아내의 항공권 구입과 격리비용(외국인유료)에 필요한 재정을 요청드렸는데
매월 후원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감사한데,,, 특별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 보
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기도편지를 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다가 깨고,,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담 드리고 싶지 않은데,,, 미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주님께서 받으시고 값 절로 더 큰 은혜
로 가정과 교회와 생업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언제가 저와 함께 하는 모든 후원자님들을 한국에서 한자리에 모시고 제가
따뜻한 식사로 섬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지 원주민들에게 보급할 마스크를 호주 교회에서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피지에 코로나 지역감염이 오면서 저희 가족 뿐 아니라 사역자들과 원주민들에게 필요한 마
스크를 피지에서 가까운 호주 교회에 급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급하기에 처음으로 호주에
계신 몇 분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요청한지 3일 만에 총 3,600개의 마스크(N95)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기에 우편물이 호주에서 피지에 오는데는 10일-15일 소요되고 한

국에서 우편물을 받으려면 한달-두달이 소요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Zoom 또는 녹화(USB)을 통한 제자훈련을 위해 빔프로젝터가 필요합니다.
지역 감염과 지역 봉쇄로 인하여 계획했던 세 개의 지역에서의 제자훈련학교와 성경연구학
교 계획을 수정하면서 온라인 Zoom(인터넷 사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녹화한 USP)를
전달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빔프로젝터 두대가 필요합니다. 한 대는 싱

가토카와 로투마섬에서 사용하고 한 대는 칸다부 섬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새것 중고 모두
괜챦습니다.

20명 대상으로 교실에서 사용 가능한 빔프로젝터를 구합니다. 보내주실 수 있

는 분은 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1일 부산에서 피지로 오는 화물 선박이 있
습니다) 5월 11일 이후에는 빔프로젝트 헌금을 모아서 이곳 피지에서 한국보다 가격은 비
싸지만 튼튼한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기 도 제 목
1. 피지에 지역 감염으로 퍼지는 인도발 코로나가 조속히 통제되고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최병옥 정나영 선교사 가정과 자녀들과 24명의 사역자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부 방역 요원들과 의료진을 도와주옵소서. 피지에 거주하는 96만명의 피지인과 피지인도
인들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2. 칸다부 섬과 로투바 섬에서의 제자 훈련 학교와 싱가토카에서의 성경연구학교를 열어 이
백성을 주님의 제자 삼으소서.
3. 필요한 빔프로젝터(두대)가 속히 공급되게 하옵소서.
4. 파퓨아뉴기니와 서남아시아에 베이스 개척팀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파송하
게 하소서.
5. 24명의 사역자들과 자녀들의 공동 생활집 마련과 비포장도로 4륜구동차량를 주시옵소서.
6.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는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생업을 주님께서 보호하
여주시며, 특별히 아픈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승리와 영광의 삶 되게 하옵소서.
매월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이름과 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단한번이라
도 저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기도 수첩을 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병옥 정나영 (은평, 한나, 은겸, 지혜) 선교사 드림

피지 YWAM 대표 및 YOUTH CENTER 대표
주 소 : P.o box 11400 Sigatoka

Fiji Islands

전 화 : (679) 932 0478
후원 : 국민은행 203-24-0471-172 최병옥
미션펀드를 통한 후원
http://missionfund.org/profile_new.asp?cms_from=mercycbo&email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