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번째 편지

3/10 소망 장로교회 주일 설교
2019 년 3 월 소식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3/17 아틀란타 열방위에서는교회 방문
3/20 그레이스 교회 수요 선교보고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3/22 샴버그 한인교회 금요 설교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3/24 갈보리교회 주일 선교보고 및 설교

있습니다.”

(로마서 14:22)

3/27 한국 출국(아내)
매주 토, 일 일대일 제자양육
<2019 일정>
4/15 어영선 인도 입국
4/16 어미선 인도 입국
5/27~30 힌두 권역 전략회의(네팔)
6/1~10 네팔 샘들과 ST 논의 및 결정
6/11 한국 입국
7/9~ 8/16 H2H(안식년 훈련)

개인소식

9/2 네팔 입국

제이 머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
긴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사역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아내가 공항에서

인도소식
고빨뿌르교회 주일 예배 장소를 여러분의 기도

핸드백을 분실하여 여권과 신분증 등을 모두

덕분으로 잘 구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잃어버렸습니다. 8 년전에도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조사를 나오고 난 후 이사 하고 두어 달

지갑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만에 예배를 다시 시작하여 많은 인원이 나오지는

또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긴장의 끈을 놓지말고

못하였지만 다시 예배 장소가 생겨 얼마나

선교지에 가기 전 집중하라는 의미로 받아

감사한지요 아닐과 수만이 교인들을 잘 훈련하고

들였습니다다. 다행히 삼일 만에 여권을 다시

계속 예배를 잘 이끌어 가길 기도합니다 또한

신청하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여권이 나오면

아닐에게 이양하는 모든 절차들이 잘 진행되고

인도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26 일 전에 인도

아닐이 4 월에 신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길

비자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2~3 월에 4 차례의 눈수술을 받습니다 눈
안쪽에 있는 혈관이 많이 터져서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레이저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잘되길 기도합니다 또
다리 혈관이 좁아 진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보험이 되는 곳을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 병원을 찾아 시술 받고 인도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의 아픈 부위를 모두 치료하고
나가라고 안식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3 월의 일정>
3/3~5 사모 데이 세미나(아내)

2. 인도 사역자 아닐이 4 월에 신학교 시험을 통과
네팔 사역을 준비하며
네팔로 이주가 결정되었지만 함께 사역할 팀

하여 신학을 시작하며 고빨뿌르교회를 맡아 아내
수만과 양육과 예배를 잘 인도해 나가길.

선생님들과 아직 사역에 대해 다 조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월 전략회의 이전에 본부와 네팔 선생님

3. 몇일 전 아내가 공항에서 여권과 신분증이 든

두 가정과 사역과 비자 부분이 잘 조율되길

핸드백을 분실하였습니다 다시 여권과 운전면허증

원합니다 또한 저희 2 기 사역 계획서를 본부에

그리고 인도 비자를 26 일 전에 받을 수 있길.

보내어 다음 사역의 방향을 의논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4. 4/15 일 인도로 출국합니다 그 전에 미국 시민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소식이 올 수 있길. 시민권 받고 인도 10 년 비자 받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제 뜻이 꺽어지기를……..

나가고 싶습니다.

본부와 남은 의견 조율이 잘되길 바랍니다.
5. 3/12, 20 두 차례 눈수술이 남았습니다 수술이
<감사합니다^^>

깨끗이 잘 되길…….

1. 다음 사역지를 네팔로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 혈관 검사는 보험처리 가능한 병원을 찾고

아직 조율되지 않은 사역 부분들도 하나님의 계획

있습니다 병원 잘 찾아 시술 받을 수 있길.

안에서 결정 되어 지길 기도합니다.
2. 고빨뿌르교회 주일예배 장소를 허락 하심을 감사

6. 딸 유라가 2 세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계속 아닐과 수만의 양육과 예배 인도를 감사

주님의 정하신 때에 그 가정에 건강한 아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시길.

3. 인도로 들어가는 비행기 일정을 감사 드립니다.
4. 양쪽 눈 수술 잘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직 두 번

7. 이 달부터 아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시를 써 한 편

더 수술도 잘 되게 지키실 것을 감사합니다.

씩 올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5. 처제 폐암 수술이 잘되고 항암치료 받지 않아도

살리며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생명의 시들을 쓸 수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하프

있길.

타임을 더 알차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실
것을 바라며 감사합니다.
6. 시민권이 나오지 않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결과 눈과 다리도 치료
받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7. 영주권 2 년 후 들어오는 re entry visa 를 위한
지문날인 잘 마친 것 감사합니다.
<ㄱ도 제목>
1. 네팔로 이주해서 사역 하기로 결정 되었으나 아직
사역 부분에 대해 완전히 조율되지 못했습니다 2 기
사역 계획서를 통한 사역 방향과 네팔 비자 문제가
본부와 네팔 팀 선생님들과 잘 조율 되길.

<사모 데이 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