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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넘게 기다리며 기도하던 시민권 선서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주신 기도 동역자님들과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26 일 선서식을 잘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마치고 미국 여권을 신청하고 인도 비자를 신청하려고

않습니다.”

(시편 131:1)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심장 혈관 수술 병원비 밸런스가 갑자기 제로가
되었습니다. 무슨 영유인지 저희도 모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비가 매달 $50 나가도록 자동이체를 해
두었는데 빠져나가지 않아서 조회를 했더니 밸런스가 0 가
되어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 합법적 체류 비자를 ‘한국 티소물리에 연구원’ 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인도 tea 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로
위 회사의 직원으로 비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인도에
들어가서 내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두 손
모아 주세요.
<8 월 일정>
7/8~8/16 안식년 훈련 H2H(양지)
8/20~8/22 남도 선교 유적지 탐방(TIM)
8/22 서빙고 목요 선교 예배 설교
8/25~9/13 시민권 선서식(8/26 시카고)

제이머씨~~~ ㅈ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
지난 6 주간의 안식년 훈련(H2H)을 은혜가은데 잘
마쳤습니다. 더구나 아내는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열심히
배워 이제는 제법 찬양인도까지도 합니다^^

8/26~9/5 캄보디아 비자 여행(아내)
인도소식
바라나시의 신도라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원 받은 금액을 전해주기 위해 함께 사역하는 정
선생님께서 바라나시 가정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건축은
9 월까지 완공하고 10 월에 입당예배를 드릴예정입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 지길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자역은 바라나시의 존뿌르 디스트릭트에 속한
지역으로 힌두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강성 지역입니다.
이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물리적으로 공격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동안 하나님의 가정 훈련 학교, 기도 학교, 비타민 C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4. 2 기 사역 ‘선교 인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역 계획서가 완성
되길, 팀 리더들에게도 동감이 되어 지길.
5. 8/26~9/5 일 아내의 비자 여행기간 에스더, 갈렙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할 때 아름다운 교제가 있길.
6. 고빨뿌르 교회가 이양중에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
아닐에게 지혜를 주셔서 신학교 수업을 잘 감당하게
<지어져가는 교회: 신도라(존뿌르)>
<감사합니다^^>
1. 인도 취업 비자 길을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티소물리에 연구원’ 직원으로 비자를 받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인도 10 년 여행비자도 받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2.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가 잡힌 것 감사합니다. 여권도
잘 나오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3. 심장 혈관 수술 병원비가 모두 해결된 것 감사합니다.
4. 인도 실리구리 사역지역 이동하여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누리 교회 파송 현지 사역자들과 협력
사역을 하게 하실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시고 능력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교회를 잘 세워 갈수
있기를
7. 바라나시 신도라 ㄱ회 건축이 잘 완공 되어 6 개
가정교회들이 모여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선교사 파송과 재생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길.
8. 신도라 교회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형제 자매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길
8. 딸 유라가 건강한 아이를 잉태할 수 있길, 사위
라이언이 인생의 후반전에 대해 고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길.

5. 부탄과 네팔 접견지역인 실리구리에서 부탄과 네팔의
사역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비전을 주시고 이루 시길
위해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6. 아내 캄도디아 비자 여행 잘 다녀오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7. 2 기 사역 계획서가 팀 리더들에게 잘 통과 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ㄱ도 제목>
1. ‘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과 ㅇ도 비자를 논의 중에
있는데 실리구리에서 Tea 연구 사업으로 비자를 받게 되길.
2. 시민권 선서식 (8/26), 미국 여권 만들기, 인도 10 년
여행 비자 잘 받을 수 있길.
3. 한 달간 한국에서 더 체류하며 부부 상담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맞는 부부 상담사와 연결되길. 이 기간

<바라나시의 신도라, 고르돌, 간자리 가정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