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민윤기, 안은자 선교사 선교편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

싸왓디 크랍!
태국에도 태풍이 베트남으로 상륙하여 태국 중부와 북부 중간 지역으로 지나게
되어 매일 비소식이 있답니다. 세계적인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과 물가가 올
라 서민들이 많이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이상기후로부터 안전한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지도자훈련(CMT-Children Ministry of Thailand)사역
2022년 어린이 교재 출판은 23년 2월 말 출판으로 계획을
늦추었습니다. 아직 영상 녹화와 교재 번역이 많이 늦어져 올
해 무리하게 출판하기보다 내년 년초 출판으로 기간을 조정했
습니다.
차기 교재 판권도 진행중입니다. 매년 찬양과 관련하여 허락
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도구이기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진행중입니다. 순적히 이루어 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TI (English Teaching Institute, 영어교사훈련) 사역

지난 9월 16일 주강사인 Steve 선교사께서 오시면서 저희가 요청한 노트북 컴
퓨터 일부를 가져 오셔서 ETI 사역을 위해 촌부리센터에서 사역하시는 홍은옥선
교사님 가정에 전달드려 어린이들의 학습을 돕도록 하고, 치앙라이 사역자에게도
한 대를 전달하여 영어 사역을 위한 도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앙라이를
방문중 ETI 태국 강사이신 Sam선교사님과 미팅을 갖고 현지인 맥목사님을 만나
10월 마지막주 치앙마이 현지사역자 세미나를 소개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참석하
도록 안내드렸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동역자들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 준비중입니
다.
이번 한 주는 방콕에서 중부지역 선교사님들을 위한 ETI 티칭세미나를 진행 하
였습니다. 당장 주변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임지를 찾아야 하는 가정이 들어와

훈련을 받고 이사 준비를 하시는 선교사와 현장에서 어린이 사역을 고민하던 선교
사등 다양한 분들이 사역의 방향성과 전략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ETI 영어 티칭세미나는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매우 효과적인 사역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캄보디아에서 2번의 현지인 교사 세미나, 1번의 선교
사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10월 3주차에는 치앙마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세미
나와 4주차는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귀한 분들을 잘 세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MTS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 강의
2022학년도 1학기 MTS 신학교 수업도 실습과 함께 잘 마쳤습니다. 학생들의
교회에서의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도전과 비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기
대하며 학생들의 앞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프라폰교회 & 루엄짜이교회, 한국어 교육 사역등
어프라폰 교회 최고령이신 97세의 찐다 성도께서
돋보기를 사용하여 성경읽기를 열심히 실천하시다가
최근 왼쪽 무릎이 골절되는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지며, 바이
형제가 뇌 수술후 물리 치료
중입니다. 속히 강건함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
회위치한 아파트 단지내에 올해 가을 들어 자주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9월 초에도 단지 전체가 잠기는 바람에 온라인 예
배를 드렸는데 10월 첫주에도 물이 빠지지 않으면 현장 예
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심해지는 물피해가
생기지 않고 비가 필요한 지역에 골고루 뿌려지기를 기도합
니다.
안은자 선교사는 학생들의 학기를 마쳐가는 중이라 시험 기간 시험 문제 출제등
으로 바쁜 시간을 마무리하고 숙제점검과 채점등 학기의 마무리와 새학기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어프라폰교회의 병환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찐다 할머니, 바이형제)
가 속히 치유되며, 홍수로 인해 주일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2.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캄보디아(현지인 세미나 2회, 선교사 세미나 1회),
10월 3주 치앙마이 선교사를 위한 세미나와 4주차는 현지인 사역자위한 세미
나가 순적히 진행되도록
3. 2022년 공과가 23년 봄으로 출판이 늦추어졌는데 남은 번역과 준비가 잘 마
무리되며, 새로운 차기 성경학교 교재 판권 허락이 무리 없이 이루어 지도록
4. 안선교사의 건강과 대여 받은 차량구입비가 채워지고, 둘째 하람이의 갑상선내
혹 제거 수술이 10월 말일에 진행되는데 안전한 수술과 치료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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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동역자된 민윤기, 안은자 선교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