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4)

씬짜오! (Xin Chao!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시간이 빠르게 지나 벌써 3월의 문턱 앞에 와 있습니다. 마크 
브로갑(Mark Vroegop)목사님의 저서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은 그 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고통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또한 애통은 우리 믿음의 
현실, 소망의 근원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며 진실과 
희망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을 향한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새롭게 하심과 긍휼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TN교회에서 성탄절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호치민에서 
베트남 온라인 성경 교재 제작자이며 교회가 없거나 산악 
지역의 소수 민족을 위한 기독교 라디오 보급 사역을 하고 있는 
성경 교사 N집사님이 강사로 초대되었습니다.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센터 
자원 봉사자 대학생들과 다오(Dao) 아주머니 그리고 성도들이 
초대한 이웃들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청년부 담당 사역자인 찡(Trinh)집사, 스탭 마(Ma) 그리고 
청년 무이(Mui)와 교회 청년부 사역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학교 위치에 따라 6개 뇸(nhom/
소모임)으로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새신자를 섬기기 위한 준비와 
대학별로 전도와 소그룹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 부탁합니다. 

  하노이 CMA교단 신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며 사역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TN교회 출신 아잉(Anh), 리(Ly), 투(Thu), 

화이(Phai )를 방문하고 장학금 
전 달 과  맛 있 는  식 사 도  함 께 
하였습니다. 주중에는 공부와 과제로 바쁘고, 주말에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학기 중에는 하노이에서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성경 시험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해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탭 씨(Si)가 1등을 하였습니다.    

단기팀 방문
  익산 즐거운 유치원 선생님들이 동닷(Dong Dat) 유치원을 방문하여 수업과 특별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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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오수에 필요한 따뜻한 담요를 
기증하였습니다. 

  2월 둘째 주 기아대책 고성 이사회에서 타이응웬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 지원한 옌도 유치원 우물 현판식과 가정 
탐방, 지역 리더들과의 만남 그리고 푸도 초등학교 봄 축제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첫 날 도착 예배는 특별히 TN교회 청년들의 특송이 

있 었 고 ,  함 께  찬 양 하 며 
예 배 하 는  은 혜 롭 고  귀 한 
시 간 이 었 습 니 다 .  이 사 회 
목 사 님 들 과  사 모 님 들 의 
중보와 사랑의 섬김 그리고 교제를 통해 많은 도전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2월 셋째 주 DB(동부화재)김문기 문화재단 장학생 봉사팀과 
인 도 자  등  2 4 명 이 
푸 도  유 치 원  준 공 식 과 
봉 사 활 동 을  위 해 
방 문 하 였 습 니 다 . 

DB문화재단은 그 동안 수업 공간이 포화 상태였던 푸도 유치원에 
3개의 교실 건축과 필요한 도서와 수업 도구들을 구입하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타이응웬 센터 한국어학과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참여하여 한국봉사팀 대학생들과 함께 유치원 벽화 그리기와 
수업 진행 및 통역을 도왔고, 조별 활동을 통해 서로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센터 이야기

  요즘 센터는 자원봉사자 대학생들로 북적이고 활기가 
넘칩니다. 자원봉사자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졸업반 
학생인 루옌(Luyen), 번(Van), 쾌(Khoe), 지엠(Diem)이 
인턴으로 지원하여 센터에서 10주 동안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타이응웬 대학교 한국어과 졸업반 학생들은 마지막 학기 
초에 의무적으로 한국 기업이나 기관에서 인턴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타이응웬 대학교와 협력을 맺어 3년 전부터 

한국어과 졸업반 학생들이 매년 타이응웬 센터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기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지원을 하였고, 10명의 
대학생들이 새롭게 자원봉사자로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행정을 배우고 
CFCT어린이들과 지역들을 스탭들과 함께 섬기게 됩니다. 

  타이응웬 삼성 희망학교에서 기아대책 선생님들과 각 센터 매니저들이 함께 모여 2023년 일정과 
예산을 계획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NGO 사역

  뗏(Tet/구정)은 베트남의 최대 명절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면 길게는 2-3주가 넘는 휴가를 가지기도 
하며 고향과 친인척을 방문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뗏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센터도 함께 
협력하는 많은 기관들과 학교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하고 또 손님들을 맞이하며 서로 덕담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올해 베트남 NGO법과 종교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MOU계약 할 때 포함되지 않은 일반 프로젝트나 사업은 
모든 상위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관들 
조차도 서로 혼선이 있어서 이번에 푸도 유치원 건축을 할 
때 담당 기관인 교육청의 허락을 받아 건축을 진행했지만 
상위 기관에서 문제를 삼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센터도 요즘 계속 정부 기관들을 만나며 대책과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있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교육부에서 잘 해결하였습니다. 

  종교법은 주일예배의 인도자나 설교자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안에 보고해야 되고, 외국인의 
현지교회 출석과 활동의 제한이 더 엄격해지고, 종교 활동을 감시하는 담당 공안의 범위가 일반화되고 
넓어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베트남 공인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은 특별한 제재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센터인 옌짜익 도로들 중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사고와 치안이 위험한 15곳을 선정하여 CCTV를 
설치했습니다.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과 기아 대책이 함께 협력하여 
CC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푸도1 초등학교에서 공안과 
협력하여 교통 안전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아룀 제목 >
1.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2. 현지 지도자들, 스탭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좋은 동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3. 스탭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리더들로 성장하고, 지역과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4. 베트남 교회들을 굳건히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5. 교회 청년들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소서.
6. 어린이 개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소서.
7. 여러 제한 속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8. 정선생의 무릎통증이 잘 치료되고 걷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9.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비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10. 소속 단체, 후원교회, 동역자들과 깊은 동역을 이루며 늘 안보하여 주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