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쿨렐레 강습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9 월
96 번째 편지

하반기부터 많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을
2019 년 9 월 소식

잘 소화하고 삶과 사역에 좋은 배움이 되길
기도해주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19)

앞으로 두 달간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와 인도
비자를 준비하기위해 티 소믈리에 연구원 강의와
기도학교, 결혼예비학교 등등 많은 수강료가
필요합니다 채우심이 있길…

<9~11 월 일정>
9/4 시카고 소망장로교회 주일 설교
9/4, 8~11 스럴란 교회 우쿨렐레 강습회(아내)
9/9 캄보디아 스럴란 교회 금요 간증(아내)
9/11 스럴란 교회 주일학교 설교(아내)
9/11 갈보리교회 주일 설교
9/26 인도 선교 포럼
1017/~11/14 티 소믈리에 연구원 강의(매주 목요일)
9/20~11/15 두란노 기도학교 8 주(매주 금요일)
9/24~11/18 부부 상담 10 회(매주 화요일)
9/25~11/28 관계 기술 훈련 7 주(매주 수요일)
10/3 일일 결혼예비학교
10/12~11/3 하나님 가정훈련 학교(매주 토~일요일)
제이머씨~~~ ㅈ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
오랜기간 기다렸던 미국여권이 잘 해결되었고
인도비자 또한 잘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 년이 넘는
기다림의 시간을 왜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방문비자는 해결되었지만 그곳에 체류 할 수 있는
비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용 또는 사업비자도 잘
받을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또한 비자의 해결을 위해 현지 사역지를 델리에서
북동부에 위치한 ‘실리구리’지역으로 이동을 준비 중에

10/14~18 비타민 C (4 박 5 일)
10/29 부천 온누리교회 무릎선교기도학교 강의(아내)
인도소식
<고빨뿌르>
고빨뿌르 교회에서는 셀그룹모임이 시작 됐습니다.
마므따, 데브끼, 루빠등 3 곳의 가정 집에서
진행합니다. 인도하는 아닐과 다니엘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리더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 합니다
아닐또한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잘
마치고 아닐에게 교회가 잘 이양되도록…….

있습니다. 여러가지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모두 은혜안에서 잘 해결될수 있도록 그리고

<바라나시>

고용 또는 사업비자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바라나시의 신도라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하지만 요즘 몬순기간이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아내도 캄보디아의 스럴란 교회에 비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찬양 인도자를 세우기 위해 여
선교사님과 손녀 딸 그리고 현지 자매 두명에게

많이 차서 물빠지기 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아름답게 마칠수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3.

2020 년 1 월 5 주간 교회개척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와 훈련비용, 훈련장소, 숙소 등 모든
것이 잘 준비되길.
4. 고빨뿌르 교회 이양이 은혜 안에서 잘 되도록.
고빨뿌르에서 진행되는 셀그룹을 통해 리더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믿음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5. 바라나시 신도라 ㄱ회 건축이 잘 완공 되어
크리스마스 예배를 그 지역 주민과 6 개 가정교회가
함께 할 수 있길.
6.
<바라나시지역 가정교회 예배 모습>

딸 유라가 건강한 아이를 잉태할 수 있길, 사위

라이언이 인생의 후반전을 계획할 수 있길.

<감사합니다^^>
1. 인도 10 년 방문비자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 미국 시민권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 아내가 캄보디아 교회 비자여행 잘 다녀온 것
감사합니다 마리와 판니 우쿨렐레 찬양 사역자로
세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4. 부탄과 네팔 접견지역인 실리구리에서 부탄과 네팔
사역! 주님이 원하신다면 비전을 주시고 이루 시길
위해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5. 기도학교, 관계기술훈련 학교, 부부상담, 하가훈,
비타민 C, 결혼예비학교, 티 소믈리에 훈련원 강의
등등 모든 배움을 통해 삶과 사역이 변화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둥록비도 채워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고빨뿌르 교회 그룹리더, 아이가 태어 났어요^^>

6. 2 기 사역 계획서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계획되어 TIM 의 비전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ㄱ도 제목>
1. 2 기 사역 ‘선교 인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사역 계획이 세워져 TIM 과 비전을 함께 할 수 있길.
2. 9/20~11/18 까지 관계 기술 훈련, 부부 상담,
하나님의 가정 훈련 학교, 기도 학교, 결혼예비학교,
비타민 C 와 티 소믈리에 연구원 강의를 받습니다
배움을 통해 삶과 사역에 좋은 변화가 있길.
수강비용을 채워주시길.

<캄보디아 스럴란 교회 우클렐레 강습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