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11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1.피빤교회 봉헌예배 및 헌당식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피빤교회' 의 건축이 드디어 완공되었고 이제 11월 29일에 헌당식과 

함께 봉헌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깊고 깊은 정글지역에 살면서 아직까지 한번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하고 살아가던  많은 피빤마을 주민들
에게 피빤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해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멀리... 그리고 더 깊은 곳까지 퍼
져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동역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반루앙 교회

2022년 올 한해 동안 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사역을 위해 총 5개의 교회를 목표로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피빤교회' 와 '반루앙 교회'  2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미전도 복음화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상황적으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상황을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인
해 미전도 지역에 교회 2곳을 개척하고 세울 수 있음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반루앙 교회' 의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까지 교회가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우뚬 고아원 비전 트립

11월 11일~ 12일 ( 1박 2일) 에 걸쳐 우뚬 고아원 아이들이 치앙마이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아이들 한명 한명의 마음에 꿈과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방문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방문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스테프 포함 총 70여명의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성탄절 고산족 전도 집회

12월 23 ~ 25일 ( 2박 3일) 에 걸쳐 고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탄절 전도 성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매년 많은 고산족 주민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와 찬양 집회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소개하는 귀한 이 전도집회가 올해도 변함없이 옴꼬이 '메똠 교회' 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전도집회를 통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산족 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가족 기도제목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게 될 준민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원서를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대학과 

장학금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대학들을 찾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이은아 선교사의 건강이 매 해를 넘길수록 점점 연약해짐을 경험합니다.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강
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홀로 계시는 어머님 (이노웅 모친) 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