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하신지요? 어려운 때이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파키
스탄은 확진자 수가 31만 명을 넘어서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루 확진자 500-1,0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에는 전국적인 봉쇄를 몇 달씩 계
속하고, 외국 항공편을 일제히 막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많은 영역에서 봉쇄를 풀었습니다. 9월부터는
회사들과 상점들이 문을 열었고, 학교도 다시 시작되었으며, 교회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아직까지 관공서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겉모습은
이전과 비슷하여 보입니다.
토마스 신학교의 경우에는 이번 9월 학기부터 다시 문을 열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을 들었습니다. 반가운 것은 신입생들이 다른 해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와서 20명 가까이 입학하였
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학교 학장님이 그만두셔서 가뜩이나 부족한 교수요원이 더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교단에서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임시로 그 직책을 맡고 계신데 현지
교단에서 더 관심을 기울여 헌신되고 유능한 좋은 분이 오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현지 교단
의 감독님이 은퇴 연령이 되셔서 새로운 감독님을 뽑아야 하는데, 적절한 선거를 통해 좋은 후임 감
독님이 선출되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라치 한인교회는 지난 2월부터 문을 닫아 아직까지 모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흐지부
지 한인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책임 맡고 계신 두 분의 안수집사
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양주혁 선교사의 구약학과 학업은 지난 학기까지 비대면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다가 이번 학기부터
는 다시 정상적으로 학교를 열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특히 성경의 언어들인 히
브리어, 헬라어와 함께 고대 근동지방의 언어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3학기를 마친 후
에, 마지막 논문 학기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논문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적
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현지 인터넷 사정도 그리 나쁘지 않아 논문 지도를 받는 것은 큰 문
제가 없어 보입니다.
김일란 선교사의 영어학과 학업은 사이버 대학의 특성상 코로나-19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수업과 지도를 잘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영어 전공 과목뿐 아니라 수
강하는 서양 문화에 관한 과목이나, 감정 코칭 과목, 등도 있어서 여러모로 현지에서의 사역에 도움
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큰 아이 형렬이는 무릎 인대에 다시 문제가 생겨 지난 7월에 재수술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는 기간에 수술과 재활을 도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집에서 수업을 하기에 무
릎에 무리가 가지 않아 다행입니다. 작은 아이 윤아의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에 수업을 반
복해서 들으며 서툰 한국말을 극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큰 아이 때는 말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때에 혼자 생활하는 것도, 수업을 한국말로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겠다 생각하
니 뒤늦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이 때는 마침 안식년과 맞아 한국 재정착을 도울 수
있어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가 안식년을 마치고 선교지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에 잘 자리 잡을 수 있
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주, 김일란 선교사의 아버지께서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일(10월 15일 오후)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후, 6개월간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으실 계획인데, 수술이 잘 되고, 수술 후에 재
발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또 소식 드릴 때까지 우리 주님의 평강이 교회 가정 위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
요.

2020.10.14.
양주혁, 김일란 드림
********* 기도제목 *********
1. 가족들이 학업을 잘 감당하도록(양주혁/구약학, 김일란/영어학, 형렬/물리학, 윤아/미디어커뮤니케이
션학)
2. 12월에 파키스탄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비자를 순적히 받을 수 있도록.
3. 현지 교단의 감독 선거가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좋은 후임 감독이 세워지도록.
4. 카라치 한인교회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5. 자녀들(형렬 26세, 윤아 22세)이 신앙 안에 견고히 서고 적절한 진로를 잘 찾도록.
6. 김일란 선교사의 아버님의 뇌종양 제거 수술이 잘 되고(내일 10월 15일) 재발하지 않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