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서바나바 입니다. 긴급히 연락드려요~
안녕하세요~ 인도 웨스트뱅갈에 서바나바입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할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마다 함께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잠시 정리하면 12월 27일에 저와 아내가 비자가 만료라 현지에서 연장하려고 Frro에 비자연장 신
청을 했는데 자꾸 이것저것 다른 사람들한테는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 업로드했는데도 하루 걸리는 콜카타까지 내려오라고 해서 급하게 내려갔다 왔습니다. (지난
번에 사진에 올렸듯이) 그랬더니 가장 큰 문제는 세금 중에 TDS라는 세금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비자발급이
어렵다는 것이었고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2년 치 세금을 소급해서 내면 저와 아내의 비자연장서류를 처리해주
기로 했는데 올라와서 회계사와 상의 해보니까 이 세금 종목은 소급해서는 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최종 비자연장 불가가 되었고
3월 31일까지 출국하라는 서류를 받은 상태입니다. 비자는 한국에 가서 대사관을 통해 다시 한번 신청해보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
으니 최후의 경우는 비자 발급이 안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살려면 당연히 신청해야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거라 다시 신청할텐데 문제는 한국가는
비행기가 요즘에는 전세기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가격도 엄청 비싸고요.
계산을 해보니 아이들은 비자가 있지만 너무 어려서 온가족이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데 한국에 갔다가 비자
발급받고 다시 인도로 돌아오는데 항공료만 1200만원에 비자 발급비용까지 추가 되면 1500만원 정도가 필
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몇 일 지나니 마음은 안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하나는 다행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규 항공편이 없
고 전세기만 있는 상황이라 인도 정부 홈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이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자가 되어도 코
로나 팬데믹 기간에 한해서 법적문제나 벌금문제 없이 정규 항공편이 운항하고 30일 내가 출국하는 조건으로
유예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인도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나라이다 보니 이런 법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유권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따라 장기비자를 발급받는데도 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마음과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의 비자 상황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도제목
1.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께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2. 지혜롭게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3. 재정의 필요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4. 한국에서 비자를 무사히 발급받아서 사역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게 인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번 어려울 때 마다 기도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인도에서 서바나바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