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Christ Mission Ashram(CMA)가 날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2012년 7월 5일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가졌던 1년 여의 안식년을 마치고 6월 15일에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선교활동 차, 1월 13일부터 3월 11일까지 콜카타에 있었습니다. Kolkata
Love Presbyterian Church 성도들과 Kolkata Mission Center 와 KLPC 건립을 위해 릴레이 금식기도를
했었습니다.

2013년 4월 ~ 8월 보고
안식년에서 돌아온 후, India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에서는 2013~2014 학년도
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새 학기가 6월 18일에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학생들을 불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Canning Fasting Prayer House가 태풍에 의해 훼손되어 복구했고, Eternal Life
Boat도 지속적인 수리와 도색 작업을 했습니다. Salt and Light Boat 또한 수리가 필요하오니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Good Samaritan Hospital 건축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에 필요한 도구와
의료장비, 간호사, 직원, 의사의 수급과 운영자금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피부과 전문의이신 강원태 선생님과 4명의 의료팀이 오셔서 콜카타 슬럼지역과 모든
CMA 자매교회들 주변을 무료 이동 진료소로 40일간 섬겨 주셨습니다. 40일간 3554명의 환자들이
섬김을 받았습니다.

또한, SushilGhosh와 Palash P. Mondal 의사선생님들에 의해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이동진료소가 운영되었습니다. 총 3952명의 환자들이 선상 선교를 통해 무료 의약품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도움 주신 Hubrect Smits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문자들

6월 23일.Khashi Presbyterian Synod에서 10명의 목사님들과 2명의 장로님들께서 방문하시어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Murrawh(Laimthukra Presbyterian Church) 목사님께서 호세아
6:2의 말씀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24회 CMA 목회자 선교사 회의
8월 14~15일. 제 24회 CMA 목회자 선교사 회의가 Canning Presbyterian Church에서 교회 성장과
교회 개척에 대한 “회복과 전략”에 대한 주제로 있었습니다.

7월 2일~8월 19일.피부과 전문의이신 강원태 선생님께서 시간의 십일조를 드려 3554명의 환자들을
높은 곳에서(히말라야) 낮은 곳의 벵갈만선더반 섬들까지 다니며 교회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서지원 자매님께서 자신의 21일을 Kolkata Love Presbyterian Church의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7월 3일. 미국에서 Lee H Young 장로님과 신 사모님께서 오셔서 선교관 페인트칠과 Kandi
Presbyterian Church 공사를 도우셨습니다. 현재 73세이신 이분들께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3회 CMA 청소년 캠프
8월 15~17일. 제 3회 CMA 청소년 캠프가 Canning Campus와 Sunderban Island의 선상에서
있었습니다.

Kandi Daughter Church 건축
하나님의 은혜로, Kandi Presbyterian Church 건축이, HaripadaBera 목사님과 이 장로님의 지도하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은교회에서 주신 사랑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담도 지으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독립기념일 축하행사:
8월 15일. 독립기념일 행사가 Sukrit Roy 박사님과 이희영 장로님의 주최로 인도와 한국의 국기를
게양했습니다. 그 후, Independence Football Tournament가 열렸고, CMA Church Youth Team이 1위,
IRPTS Team이 2위로 들어왔습니다.

Monjoy와 Asha의 결혼:
8월 19일. KLPC에서 Monjoy와 Asha의 결혼식이 성도들의 축하 아래 거행되었습니다. 그들의 복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Good Samaritan Hospital

기도제목: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직원과 봉사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지혜와 힘
주시기를.

성탄절에 모든 CMA 교회에 있을 세례의식을 위해, Good Samaritan Hospital, Kolkata Mission
Center의 건축과 재정을 위해.

교회 성도들에 의해 헌납된 땅에 지어질 Mandirtala&Sadhurhat 교회 건축을 위해.

10월 11~14일에 있는 Durga Idol Worship 기간에 Canning에 있을 제 26회 ‘Four Days Fasting
Prayer’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10월 2일,Haldia Church, 11월 2일, Kolkata Love P Church에서 있을 ‘Day with Jesus’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Samuel Mondal가 뇌졸중으로부터 회복하고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자녀 교육비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모든 CMA 교회들이 자립하고 확장하여 인도의
미전도 종족에 다가갈 수 있도록.

9월 1~30일. Kolkata Love Presbyterian Church에서 있을 특별새벽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한 달간의 Church council 대표초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든 직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6년간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걸음에도 도움의 손길을 주시며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Yours faithfully,
Rev., Dr. Sukrit Roy & Mrs. Sang Yee & all pastors, staff, & co-work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