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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방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 명의 경찰들이
2019 년 1 월 소식

총을 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지키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있었습니다. 5 년 동안 전에 많은 사역들을 하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이사야 43:18~19)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과는 이곳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이제는 전도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도 아웃리치

Team “제자들”>

개인소식
제이 머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합니다^^
인도에 비자 사정이 어려워져 본부에서 선재적 철수를
고려하다가 많은 이야기가 오가면서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같은 힌두권인 네팔에서 사역하면서
일년에 2-3 회정도 비거주 인도사역을 하고 인도의
비자문이 열리면 그때 다시 인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떻게
팀을 구성해야 할지, 네팔에서의 사역 방향성 등등
앞으로 나누어야 할 과제 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도 경찰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 사역과 치과사역 그리고
어른들 집회는 아무 사고없이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경찰이 때문에 사무엘 목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짧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는 했지만 ………… 이제는
언제 다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올 수 있을지….
마지막 아웃리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 월의 일정>
1/02 ~09 시카고 다운타운 아웃리치(인도)
1/ 11~12 네이퍼빌 찬양 팀 리트릿
인도소식
8 일간 12 명의 시카고 다운타운 청년들과 함께
인도 메라트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어린이
VBS 와 3 개의 마을 방문 전도 그리고 어른들 전도
집회를 계획하였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방문 전도는

<전도 집회 및 치과 사역>

경찰이 허락하지 않아서 취소되었습니다. VBS 가
진행되는 장소 이외의 이동은 안전을 책임질수 없다며

그래도 마지막 날 한국 본부에서 인도를 선재적 철수
하지 않고 비 거주 선교로 정책이 바뀌었다는

소식으로 다시금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4. 인근 지역 네팔에서 비 거주 사역을 하게 하심을

어떻게 현지인 사역자 아닐에게 고빨뿌르 교회를

감사 드립니다. 새로 허락하신 팀 사역(ST) 또한 좋은

이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닐은 신학을

동역자를 만날 것을 바라며 감사합니다.

공부하기로 결정하였고 고빨뿌르 교회를 이사 한 후

5. 네팔에서의 현지 적응과 네팔 언어를 잘 습득하게

아닐에게 이양하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6 월 초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까지는 이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길 바랍니다.

6. 시민권이 나오지 않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시민권이 속히 나오게

이번 아웃리치는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현지

하실 것을 기도하며 감사 드립니다.

사역자 아비나브 사무엘 할머니가 일주일 전에

7. 아내가 인도 비자 10 년을 받게 하심을 감사 합니다.

돌아가시고 아닐 아버지는 2 일날 돌아가셔서 그날

저도 6 개월 비자를 받아 인도에 들어 갈 수 있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4 일부터 함께 사역을 하게

감사합니다.

되었습니다. 또 아비나브는 사역하며 계속 한 자매를
집중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사역에 집중하지

<ㄱ도 제목>

못하였고 차도 계속 고장 나서 시동이 안 결려 세

1.네팔에서 살면서 비 거주 인도 사역을 하는 것에

번을 고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해 본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팀 사역(ST)

기도의 동역자 님들의 기도 덕분에 팀원들이 한

의 구성과 네팔에서의 사역 그리고 향후 인도 사역의

사람도 아프지 않고 아웃리치를 잘 마무리 할 수

모든 부분들이 잘 논의 되어지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 드립니다.
2. 고빨뿌르 교회를 현지 사역자 아닐에게 이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양 문제와 교회 이전 그리고
앞으로의 후원 기간 등등 인도 사역이 끊기지 않고 잘
진행되기를
3. 네팔에서 지내며 인도 비 거주 사역의 방향성을
놓고 작정기도 합니다. 새 ST 구성과 앞으로의 사역
방향성을 인도함 받길.
4. 아파트 계약이 끝나는 4 월 초까지 시민권을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어도 중순에는 인도로 들어가서
이양 문제와 이삿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6 월 초까지
<메라뜨 VBS 사역>
<감사합니다^^>
1. 8 일간 아웃리치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2. 아비나브 사무엘 가족이 사는 메라트에 가정교회와
어린이 예배가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3. 인도가 선재적 철수 되지 않고 비 거주 사역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언젠가 또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바라보며 감사 합니다.

인도에서 모든 일들이 다 잘 정리가 되길.
5. 생활비 통장인 아내의 인도 은행카드가 블락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바꾼성으로 인해 은행 거래에
문제가 생기지 않길.
6. 미국 시민권이 거부되어 이의 신청을 하고 공청회
날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공청회 날짜가 잡히고 잘
진행되어 시민권이 나올 수 있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