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라맛스즈브?(평안하십니까의 키르기즈어) 

밝은빛 비추리 가족은 모두 평안합니다. 이곳에서 온지 벌써 두 번째 겨울은 맞고 있습니다. 첫해

에는 엄청난 눈과 아이들의 잦은 고열 감기로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때가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두 번째 맞는 겨울엔 제법 여유가 생겼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윗옷을 훌렁 벗어버릴 수 

있는 따스한 집과 아이들의 감기에 대처하는 경험에 나오는 여유와, 그리고 저희 가정이 섬길 수 

있는 그분의 나라의 일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참 좋습니다.  

 

# 엘딕클리닉이야기 

약 1년반년 전에 팀과 함께 시작한 메디컬 클리닉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이 일을 함께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과 지금도 제가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

한 일입니다. 함께 일하는 닥터 린다는 늘 말합니다. 

‘메디컬은 이 땅의 복음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이다’ 

비쉬켁시 안에 서쪽 도심 가에 자리 잡은 엘딕 센터

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가장 열악한 의료영

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제대로 진찰하고 처방하고, 현지인 의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의

료라는 효과적인 통로를 통하여 그분의 나라가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엘딕 병원에서 직

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은 왜 미국인 의사들이, 키르기

스인들 마저 포기하고 외국으로 가고 싶은 이 땅에서 진료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습

니다. 때로는 진료 후 조심스레 기도를 해주어 되냐고 동의를 얻은 후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께 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사역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메디컬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 것과 현지인 의료진

들을 훈련시켜 언제가 모든 외국인이 이 땅에 빠져나간다고 하여도 질 높은 의료수준과 함께 강

한 복음의 공동체들이 생겨나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매주 3번 현지인 의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지키스탄, 나이지리아에서 온 의사들



도 이 세미나에 참가하여 의료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기독 의료인들의 모임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센터에 모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함께 두 손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아프칸등에서 온 시리아 난민들과 청각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진료하고 있습

니다. 또한 단지 수도 비쉬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차로 10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키르기스탄의 

남쪽 바트켄트에 두 번째 클리닉이 세워지기 위하여 리서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정규

적으로 세 번 이상 이동식 진료차량 형태로 의료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나가 진료하며 복음을 나

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엘딕에서 일하는 약 15명의 현지인 직원들은 대부분 지역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우리는 Core 

Group 훈련 등을 통하여 그들에게 리더십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

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순위 145위의 키르기스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유일한 한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경영이라는 영역에서 이들을 섬기고, 탁월한 팀원

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 밝은 빛 

선생은 두 아이의 육아를 잘 감당하면서도 열심히 러시아

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전공을 살려 클리닉

에 나와 리모델링을 통해 산뜻한 느낌의 병원으로 바꿔놓

았습니다. 두 아이들 시온(만5세) 나엘(만3세)이는 행복한 

하루 하루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이곳에 제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언

제나 좋으신 아버지와 또한 함께 해준 고마운 동역자 및 

후원자들 덕분입니다. 늘 감사 드립니다.  

밝은빛 비추리 가족 드림 

기도제목 

1. 밝은빛비추리 가정이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하소서 

2. 엘딕이 사역들에 좋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게 하소서 

3. 내년에 둘째가 유치원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