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번째 편지

5/27~31 남아시아 전략회의(네팔)
2019 년 5 월 소식

4/22~5/22 결혼 위한 기도 카톡방(아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인도소식

(잠언 18:21)
오랜 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태어날때
이름을 지어 주었던 해나는 제법 잘 뛰어 다닙니다.
다리가 많이 휘어서 걱정 했던 했던 아이도 건강히 잘
자랐고……어디나 아이들은 참 이쁘네요^^ ㄱ회를
옮기면서 어른들의 수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ㅎㄴ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닐이 입학을 하려했던 신학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다른 ㅅ학교에 입학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8 일 학교가 시작하는데 서류와 면접을 잘 통과해서
입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ㅅ학교 숙제가 있는데
이러한 숙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다져지고 ㅈ도와
ㄱ도가 생활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개인소식
제이 머씨~~~ ㅈ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
B 국 정탐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

깔리풍에서 온 살림이라는 21 살 청년을 만났습니다
저희 단체 선생님과 함께 사역하던 친구로서 태권도
2 단입니다 이 친구를 사역자로 잘 키우고자 하는
선ㄱ사님의 부탁으로 만나게 되어 혹시 ㅅ학을 하고

계신 팀 선생님 가정의 섬김과 사랑을 듬뿍 받고

싶은 지 물었더니 자신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

왔습니다 또 그 땅의 어려운 비자 상황과 사역이 잘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열리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선ㄱ사님들의 마음을

ㅅ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원서를 넣으려고

보았습니다 어느 곳이나 비자가 쉬운 곳이 없는 것

하는데 ㅎㄴ님의 계획이 있다면 환경을 열어 주시고

같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면 환경을 닫아 주시 길 ㄱ도합니다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지만 힌두와 모슬렘이 너무
달라서… 그 땅에 있으며 인도가 우리 집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곳 인도에서 비자가
잘 해결되어 이 땅에서 두번째 텀 사역을 계속하길
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ㅇ도의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인도에 도착한 며칠 뒤 가슴에 강한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서 여러가지 검사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더 비슷한 증상이 오면 심혈관 조형술을 해보자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심려끼쳐드려 죄송합니다
<5 월의 일정>
4/29~5/6 B 국 정탐
5/18 고빨뿌르 ㄱ회 설교
5/22~24 바라나시 ㄱ정ㄱ회방문

<고빨뿌르 ㅇ배, ㄱ도>

6. 5/27 에 시작하는 남아시아 전략회의에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고
본부와의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7. 딸 유라가 2 세를 위해 준비하며 ㄱ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정하신 때에 그 가정에 건강한 아이를 선물로
주시길. Ph. D 를 준비 중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시작할 수 있길.
8.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바뀐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를……건강
관리 잘하도록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감사합니다^^>
1. B 국 정탐을 잘 다녀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 6 주 동안 머물 거처를 허락 하심을 감사 합니다
3. 아직 사역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최선의
장소로 인도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4. 힌디 과외 선생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 인도 땅에 머물 수 있는 것 만으로도 감사합니다
6. 미국 시민권 이의 신청 공청회 날짜도 적절한

<바라나시 가정ㄱ회>

시간에 잘 잡히게 하실 것을 바라며 감사합니다.
<ㄱ도 제목>
1. ㅇ도에 머물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길.
2. ㅇ도 사역자 아닐이 신청한 ㅅ학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다른 교단 신학교 입학 서류를 넣으려고

<메라뜨 가정ㄱ회>

합니다 아닐에게 가장 좋은 ㅅ학교로 인도해 주시길.
3. 깔리풍에 살던 살림이가 ㅅ학을 하는 것이 주님
뜻이라면 환경을 열어 주시고 아니면 닫아 주시 길
4. 5/15 일부터 시작되는 한국어 2 급 자격증 공부를
인터넷으로 잘 할 수 있길. 3 학기 수업을 잘 마치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길.
5. 지난 2 년동안 만나지 못했던 바라나시의
ㄱ정ㄱ회들을 방문합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천국의
교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B 국에서의 ㅇ배와 땅밟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