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섬 선교를 향하여
섬지기 최병옥 정나영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소외된 낙도 섬들을 향한 선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 없이 묵묵히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피지의 코로나 상황
현재 피지도 인도발 델타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일 확진자가 1,200명이 나오고 있습
니다.

인구대비로 보면 한국에서 매일 50,000명이 나오는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4월에 전국이 봉쇄되었고 모든 학교는 휴교되었습니다. 현재 피지 정부와 의료 시
스텝으로는 코로나 감염을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확진자와 가족은 자가 격
리하며 가족 중 한명이 시장에 가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증일 경우 치료
시설이 없습니다. 한국 교민들은 한국으로 귀국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적
으로 오세아니지방회에 마스크 요청을 하여 2,500장의 마스크를 원주민들에게 나누
어 주었지만 개인 위생 관념 부족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YWAM - YOUTH CENTER 상반기 사역 보고 (1월-6월)
베이스 거주 사역자 12명, 베이스 비거주 사역자 11명, 거주 사역자 자녀 : 6명
베이스 대표 : 최병옥 정나영
베이스 행정 리더 : 안나
베이스 웹사이트 및 홍보 ; 아이삭
베이스 호스피탈리티 : 살라
Team 3 LEADERSHIP
싱가토카 팀 리더 : 바세멕
칸다부 섬 리더 : 조비
로투바 섬 리더 : 안나
제자훈련학교 및 성경연구학교 리더 : 라뚜
정기적인 주간 행사 : 예배 및 회의, 중보기도, 열방을 위한 수요 금식 기도, 팀 모
임 및 사역, 금요 가족의 밤. 리더모임.

1월 사역
A 제자훈련학교 전도여행 및 졸업식(27일), 7명의 학생 중 6명 졸업하였으며 4명이
사역자로 지원함.
B. 사역자 수련회(28-30) 신입간사 환영 및 오리엔테이션, 새해 계획 및 팀 조직,
교제와 성찬식.
2월 사역 :

주간 모임 및 사역 조정, 3개의 팀으로 나누어 사역 실시, 지역 농장

봉사 활동, 독거 노인 돌봄 사역.
3월 사역
A. 사역자들을 위한 모금 행사 : 점심 도시락 판매(3회)
B. 사역자 훈련 (8-31) 3주간 8명의 강사와 8개의 주제로 교육 실시. 리더들이 주
제를 정하여 강의안 작성 및 강의. 피지 방문 중인 선교사 초대하여 강의 진행.
4월 사역
A. 칸다부 섬으로 3주간 전도 여행 실시.
B. 지역 교회에서 2박 3일 부활절 행사 진행. (주일학교,학생회,청년부,장년예배)
C. 델타 바이러스 유입으로 피지 전체 봉쇄 됨.
5월 사역
A. 온라인 ZOOM 으로 3일부터 8일까지 성경 교육 방법에 관한 지도자 훈련 실시.
B. 2,500장의 마스크를 원주민 마을 및 관공서에 지원 함..
6월 사역
A. 상반기 사역 정리 및 후반기 사역 준비 및 조정
B. 7년간 함께 사역하던 키니 자매가 결혼 준비로 사역을 마치고 귀가하다.
C. 초기 베이스 개척 멤버였던 노마 자매가 가정에서 약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다.
베이스 재정 보고 (1월-6월 2021)
총 수입 F$ 13,194 (한화 7,520,580원)
총 지출 F$ 13,194
잔 액 F$ 0.00

우리의 필요와 기도 제목
A. 피지의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열악한 사회 의료 시스템으로 통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역자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B. 공동 생활집의 방 부족으로 현재 10명 원주민 사역자와 4명의 자녀를 제외 한
11명은 부득이 집으로 귀가 조치하여 출퇴근하기로 하였는데 교통비가 없어 출퇴근
이 여의치 않습니다. 25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동 생활집 및 베이스 마련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C. 하반기에 화상 ZOOM으로 칸다부 섬과 로투바 섬을 대상으로 제자훈련학교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봉새로 인하여 사역자들이 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D. 21명의 베이스 사역자를 대상으로 성경연구학교 및 선교사 훈련 학교를 하반기
에 실시하고 내년에 중국, 베트남, 파퓨아뉴기니로 파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
해 기도해주십시오.
E. 매월 베이스 월세와 원주민 사역자들의 식비와 사역을 위해 매월 125만원이 지
출되고 있습니다. 저의 재정에서 70-8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사역자들과 학생
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이웃 농장을 돕고 그들
이 주는 것으로 하루 식량을 자주 마련합니다. 그런 사역자들을 두고 저희 가족도
몇 년째 가족 휴가를 못가고 자녀들의 양육비까지 사역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
족에게 늘 희생을 시켜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사역을 줄일 수도 없고,,, 이미 후원

하시는 분들에게 더 요청하기도 죄송스럽습니다. 저의 소식을 듣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많은 교회와 개인 후원 헌신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아시아 태평양 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가정과 교회와 생업을 축복하
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되게 하옵시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평
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시험을 당하나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병옥 정나영 선교사 드림
피지 YWAM 대표사역자 & YWAM-YOUTH CENTER 책임자.
이메일: mercycbo@empas.com
전 화: (679) 932 0478
P.o box : 11400 Sigatoka, Fiji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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