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선교편지 18 
박상용 이광은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 동역자님들에게 

 

항상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가정과 교회위에 충만하시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지금 캄보디아도 조금씩 외국인들에게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캌보디아 들어올 때에 도착 비자가 가능하고, 

아직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조금은 자유롭게 

다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역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신학교 (DTS) 
저희 신학교는 2021 년 8 월 28 일부터 11 월 27 일까지 
가을학기를 마치고 2022 년 2 월 22 일부터 5 월 20 일까지 
봄학기를 잘 마치고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ThM 과정과 MDIV 과정 두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BTh 과정에도 캄보디아 학생 1 명과  미얀마 학생 
한명이 있습니다.  
첫째, ThM 과정은  올해 2 명의 미얀마 학생들과 1 명의 한인 
선교사님이 더 등록을 해서 20 여명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바이블 칼리지에서 가르치는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둘째, MDiv 과정에는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한 2 명의 새로운 

  

 

                 (캄보디아 위치) 

 

 

 

     (미얀마에서 가르치는 저희 신학교 ThM과정 
학생들 ) 

 

 



학생이 더 등록을 해서, 15 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 구테타로 인해 미얀마에 자유롭게 

왕래할수는 없지만 3 명의 학생이 미얀마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얀마 카렉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BTh 과정에는 아직 한  캄보디아 학생과  한 미얀마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학교가 online 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웹싸이트를 제작하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www.diasporaseminary.net) 

캄보디아와 미얀마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므로 

하나님께 영광돌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Zoom 강의 중) 

 

               

 

 

몬돌끼리 목회자 연장교육 

몬돌끼리에 있는 목회자 연장교육 센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역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올해 4 월 9 일에서 
16 일까지 4 교회의 사역자 29 명이 모여 목회자 연장교육을  
했습니다. 몬돌끼리에는 프농족과 같은 소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계에 있는 몬돌끼리 지역 목회자들에게  바른 

신학교육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국제대학교 

채플  

 프놈펜 국제대학교의 요청으로 격주로 

수요일 채플에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프놈펜 국제대학교는 한인선교사가 세운 

예술 대학교로서 캄보디아 교육부에 

등록된 유일한 국제대학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영어로 공부하는 국제 

대학교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서 주님의 

신실한 일군들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교회에 있는 피아노교실) 

     

  

 

 

(프놈펜죽제예술대학교 졸업식 2022.4.1) 

 피아노 교실 개설  
이광은 선교사는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지역 목히자 사모와 교회 사역자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캄보디아의 중국교회에서 그 교회 사역자, 필리핀 목회자 
사모, 인도 목회자 사모, 그리고 캄보디아 사역자 3 명에게 무료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에서  피아노를 3 대를 기증해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캄보디아 현지 교회의 요청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역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동남아에 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역자들에게 피아노 레슨을 통해 각 교회를 
잘 섬길수  주님의 제자들이 새워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피아노 앞에서 레슨중) 

    

   
 

 

 기도제목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재, 성령의 충만을 위해 

둘째, 디아스포라 신학교(DIASPORA THEOLOGICAL SEMINARY) 를 통해서 현지 
지도자를 세우고, 바른 교회가 세워질수 있도록 

셋째,  디아스포라 신학교의 캄보디아와 미국에 등록을 위해서.  

네째, 몬돌끼리 목회자 연장 교육을 위해서 

다섯째, 국제대학교 채플을 통해서 캄보디아 대학생들이 주님앞에 돌아 올수 있도록  

여섯째, 피아노 교실과 미얀마 멜라캠프에 DTS 교실 건축을 위해서 

일곱째, 물질적인 후원을 위해서 
 
* 매일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후원 방법 
모든 후원은 비영리기관인 Diaspora Mission Center (DMC)를 통해서 세금 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원하실 경우:  Payable to Diaspora Mission Center or Sang Yong Park 
 
Bank Account: Bank of America 
(Diaspora Mission Center.  
Routing Number: 031202084 
Account Number: 383012474891) 
 
연락처( Mailing Address) 

미국: 5953 Havener House Way,Centerville, VA 20120 (Hannah Park) 

         Tel. 267-884-4779(Hannah Park), 267-546-6688(박상용):   

School Website: www.diasporaseminary.net 

캄보디아:  855-017-444-389 ( No. 287, St 17BT, BoeungtomPun,  Phnom Penh, 

Cambodia) 

Email: philapar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