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감사와 2021년 1월 기도제목
존경하는 캄보디아 선교의 동역자님께,
지난 2020년 365일,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신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2020년 감사제목/2021년 1월 기도제목을 전합니다.
<2020년 감사제목>
1. 캄보디아 내 코로나가 종료되었다는 정부 발표에 내년 1월 4일부터 학교를 열게 되었으며, 캄보디아 내 베트남인이 거주하는 품둥 공동체에는 최근 활
력이 넘칩니다. 지난 성탄절에 속/띠 부부와 자녀인 깜양, 마이 그리고 레카나 등 5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사진 1).

2. 레카나 청년을 보내주셔서, 몇 개월 동안 기도했던 품둥학교 내 어린이놀이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품둥교회에 공동의회와 제직회를 구성하였고,
이치와 아태아 법인 모두 정상 운영 중입니다. 이치에서는 지난 2월, "크메르 미션 100년" 단행본을 출판함으로, 캄보디아 개신교계에 기여하였습니다.
3. 장 선교사는 캄보디아장로교독노회 부노회장(10월)과 주캄한인선교사회장(11월)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4. 숙원 사업이자 기도제목이었던 에스라센터를 건축하였고, 에스라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9월). AGC선교회(서반석 장로), 서울비전교회(신현수 목사), 김
성강 집사, 주상인 장로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5. 장 선교사는 지난 7월, 10년(2020/7-2030/7) 유효의 캄보디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으며, 2023년 8월까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조교수 교
원 연임을 허락받았습니다. 행복한교회(이성호 목사), 주사랑선교교회(이여백 목사)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기도제목>
1. 품둥 공동체-품둥교회, 품둥학교, 아태아법인, 캄보디아교회사연구원(이치) 사역자와 가족에게 평안 건강을(사진 2).

왼쪽으로부터 속 가족 5인, 레카나(학교 교감/유치원장), 스레이뻿(교회 회계), 짠투(품둥교인 대표/학교 교사), 마리야(이치).
2. 품둥교회 설립 15년 만에 속 가족을 보내주심으로 첫 가족 구원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속의 출가한 장녀/사위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짐
으로 속 가족이 품둥마을 가족 구원의 첫 열매 되도록.
3. 깜폿 쁘레야성끄루교회(메시야교회) 꼬릿 형제가 시무 장로로 피택 훈련 장립하여 평생 주님을 잘 섬기도록. 삼롱교회 낌홋 형제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를 회복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에스라교회 수이뚜 사역자의 주일 예배 섬김과 새신자 양육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4. 2년 뒤인 2023년 1월은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 한인 선교 30주년입니다. 이를 앞두고 준비위원회가 구성 완료/구성 중이며, 저희의 책무와 역할이
큰데,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기를.
5. 저희를 파송한 한남교회(문찬호 목사)와 여러 협력 교회 그리고 개인 후원자들이 더욱 신실하게 동역하도록. 모친 강 순 권사(새해 87세)의 건강과 평안,
자녀 호수 다래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저희 부부 역시 새해로 58살인데, 주님 허락하시는 평안과 건강으로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저희의 베트남/캄보디아 선교는 27년을 지나 28년을 맞이합니다.
캄보디아에 보내심을 받은 GMS 비원지부 선교사 몇 가정과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하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선한 역사 이루어주시길 간구하며 그 동안의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땅, 캄보디아 프놈펜 품둥에서 장완익/변옥선 선교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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