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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흥, 황정신을 사랑하는 분에게 드립니다.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태국은 지난 5.6-10일 국왕 즉위식을 가지면서 왕비 
도 소개되었습니다. 왕비 사진 앞에 제단이 설치되 
어 이를 종교적으로 이해할지 아님 왕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이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국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편지는 먼저 감사한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1) 담낭 절제 수술: 4월1일 하였고, 하루 지난 2일 
퇴원하였습니다. 부작용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아들 강모세 목사가 캐나다 교회(CRC)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교회의 선교사역  (Mission Planting)
선교학교(MOL)는 지난 5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었고, 제6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방콕은 시작하고, 9월부터는 7기를 남부 태국 
Trang 에서 시작합니다. 태국 교회안에 선교가 
정착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ission Perspectives (강선교사는 부대표) 제9과를 
5월24일(컨깬), 6월9일 (방콕)에서 강의를 하였고,

6월28일에는 SNP (Siam Nations Partner)모임이
오아시스에서 있습니다. 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Sending Church)가 되는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학교(Thailand Church Planting)
지난 16달 동안 진행한 교회 개척학교(TCP)는 
5월17일 졸업식(피사누록)을 가졌습니다. 다른 네트 
워크는 6월과 7월 중에 하며, 7월과 8월부터 다시 
제2 기 사역이 (북태의 람빵, 버마 국경 도시 메솟, 
북태 의 롬싹, 팍이산의 우던타니, 남태의 끄라 비) 
시작됩니다. 지난 16달 동안에 230 여 가정 교회가 
세워지고, 1,300명이 예수를 믿은 TCP 는 경험한 
분들 간증을 통해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강 선교사 
로부터 시작된 교회 개척 학교 (TCP)가 태국 교회 
내에 자리잡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아시스 힐링 센터 (Oasis Healing Center)
남 침례교 선교회 (FMB) 와 MOU 맺은 후로 그 
동안의 디브리핑 사역으로 인해 GMS 와 오아시스 

이사회 사이에 MOU 관련 대화를 하였습니다. 태국 
선교사(4.16,18), 베트남 선교사(5.11-12), 중국 선교 
사 2가정(5.2–14), 태국 사모 선교사(5.13), 일본 
선교사(5.18-20), 스리랑카 선교사(6.6-9), 태국 여 
선교사(6.14) 등이 오아시스를 방문 혹은 황 선교사 
가 외부에서 상담(디브리핑)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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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설교 사역(Preaching and Lecturing)
거의 매주 태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태국 교회로 부터 계속 

(왼편: 반프라크릿 교회 목회자 (Dr.Pang)을 위해 기도 하고 
(6.16), 오른편: 태국 기도의 날(5.26) 에 축도를 하였습니다.)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GMS 에 다시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 2019.4. 
29.-5.3, 파리)와 동남아 선교대회(2019.6.3.-5, 방콕)
에서 강의(세대 차이를 성장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하였고, 황정신 선교사는 서부 아프리카 선교대회 
서 “오아시스 힐링센터” 관련 특강을 하였습니다. 

BKK 포럼과 CSCA (아시아 기독교 연구센터)
2019년 방콕 포럼(코디:강대흥)은 설악 포럼(코디: 
김동화) 과 연합 forum (4.9-12) 을 가졌습니다. 
(주제: 풀뿌리 선교운동 실천적 작업과 대안) 이고, 
CSCA( 아시아 기독교 연구원, 원장: 강대흥) 는 

2003년에 시작하여 (주제: 아시아 종교 정책 변화에 
다른 선교적 대응) 매년 모이며, 작은 울림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자 학교(사모님 만세)
제5차 사모님 만세(강사:최남수 목사)가 이스탄불 
4.22-25)에서 72명의 사모 선교사를 모시고 가졌습 
니다. 특별히 몇몇 분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여 자기 
교회에서 기도자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사모 

선교사님 들이 남편 선교사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여 
급기야는 GMS에 기도의 바람 전조가 생기는 것 
역시 선교적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GMS 
안에 이사 목사님들과 선교사 리더십이 기도로 하나 

되어 선교적 동역이 일어나도록 기도가 요청됩니다. 
2019년도 계속해서 쓰임 받고, 건강이 유지되며, 
시간 사용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1분간 잠시라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신다면 큰 
은혜로 기억하겠습니다. 주후 2019년6월 18일   
태국(오아시스) 에서 강대흥, 황정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