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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및 기도제목


아프가니스탄에 남
겨진 자들을 위해—
특히 믿는 형제.자매
들을 위해



새로운 학기에도 주
님의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학생들을 지
도하고 모범이 되길





장학생으로 선발된

2021.8.31

하나님 선교의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소식으로 인해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합니다. 저의 아프간
학생인 GMU 대학원생 Majeed 와 그의 가족들 역시 아직도 카불 공항으로 진입
을 실패해서 그 땅 탈출을 못 한 상황이라 온 학교와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Canada 국회의원의 편지만 가지고 visa 도 없는

상태이고,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부로커가 한 사람당 $1,000 받고 그나마도 위험
한 공항까지 서비스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돈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오늘로 미군은 철수를 마쳤고 아직도
많은 선교사님들, 외국인들, 그리고 그 땅을 떠야 하는 현지인들까지...바이든 대통
령의 말만 믿고 미군 철수가 이루어졌지만 모두 철수할때까지 돕겠다고 하였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시므로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간
절히 소망합니다.

학생들이 중도 하차

2021 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편지에서 발표했듯이 GMU 에

없이 어떠한 어려움

서 공부하는 (이번 학기부터) 4명의 장학생을 GLI 를 통해 도움을 주게되어 기쁘게

도 잘 이겨낼수 있기

알려드립니다.

를 위해

1) 박사과정: Jonas TriMuljo ( 저희 GLI 를 함께 섬기며 GMU 에서 인도네시안 프

교과서 집필이 빨리

로그램 디렉터로 섬기고 계십니다.

끝나서 선교지에서

2) 석사과정: Chandra, Hensan, Daniel

e-book 구입이 원활
해 질수 있길 위해

이 3명은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으로 전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끝까지 잘 경주
하길 기도합니다.
* 참여해주신 개인들과 교회앞에 감사 드립니다.

8/23-25 에 거쳐 13개국에서 47명의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DCMI (E-W center for
Mission ) 주관 강의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
과 좀더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복음이 선교지에 좀더 깊이 있게 상황화 단계
를 거쳐 잘 이해 되기를 돕기위해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많
은 시간을 할애해서 섬기는 일을 더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환으로 선
를 위한 문화 인류학 책을 출판하여고 집필 중에 있습니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be with God’s people. Amen (Rev. 2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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