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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목: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1. 며느리가 7월19일 건강한 아들을 순산하였습니다. 사역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들/며느리와 함께 지내며 산후조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Zoom 을 통해 그리스에 체류중인 난민들과 영어 성경공부를 하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라 쌤)
기도제목:
(1) 베트남 입국을 기다리는 동안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도록; 우리의 기대를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계속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2) 베트남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속히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자원들을

허락하시길; 베트남에 대량의 코로나 백신이 속히 확보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빈민층에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

수개월 거의 lock down 상태에서 사역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

하노이 DTS (예수제자훈련학교) - 학생들( 6명) 과 스태프 (4명) 가 현 상황가운데

단기선교를 진행할 수 없어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4) 베트남 Zoom 영어클래스 (프랭크샘):
lock down 상태에서 오히려 Zoom 영어클래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음.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성경공부에 관심을 갖는 Huy 형제와 An 자매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새로운 사업 시작으로 클래스에 못 참석하는 Cuong 형제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와 가르침의 은사를 더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5) 그리스 난민 Zoom 영어클래스 (사라샘):
GP 선교회 미주본부 주선으로 그리스 레스보스섬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주로
아프가니스탄, 이란 출신) 대상으로 영어성경공부(기초반) 를 인도하게 되었음. 난민캠프
상황이 열악하여 클래스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영어공부를 통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성경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6) 두번째 손주의 출산을 위해 - 9월10일 예정인 딸 스테이시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7) 부모님: 연로하신 어머님(프랭크샘) 과 아버님(사라샘) 의 영육간의 강건을
지켜주시길. 특별히 혼자 지내시는 아버님이 지난 일년 간 많이 쇠약해지셨는데 미국에 머무는
동안 더 챙겨드리고 섬겨드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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