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fer – July 2021
Beloved Prayer Partner in Christ,
Shalom!
Greetings to you in the matchless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It is a God-given
privilege to communicate with you through this newsletter, which is entitled as “Sefer” ס ֶפ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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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mercies of God, I was able to begin my pastoral
ministry from June 2021. Initially we were having virtual
worship services due to COVID-19 extended lockdown.
Since July first week, God opened the doors for us to start
offline worship service. We were able to experience God’s mighty power in
bringing the people to worship God. Church members were yearning to b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We follow the rules and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government and worship the Lord with all our heart and mind. We
also try to do live telecast through Facebook, so tha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could join the
worship through online. As an answer to the fervent prayers, God has brought down the number
of corona virus daily infections drastically in India. Compared to the month of May, now the daily
activities of the people have begun with certain restrictions. Praise be to God!
Preach the gospel until last breath
In the month of June, my father Rev. A. Thomas underwent laser surgery for
the varicose sprain, which was stumbling him from walking. After the
surgery he can walk very well now. Since he has officially retired from
church ministry in Evangelical Church of
India after serving for more than four decades, he has moved to
countryside for preaching the gospel among the unreached people
group.
My dad has the great zeal and passion to propagate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care for the
perishing souls. He has a dream to die as a missionary in the mission field. If God-willing, we
would like to start a small Bible school in the countryside through our Madras Theological
Seminary & College, so that many more evangelists, pastors, missionaries could be trained.
These
are
the
pictures of the small
village
church,
where my father has
started his ministry.

The Hebrew word “Sefer” means “book, written document, writing, literature” which conveys
certain message to the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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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ould like to plant many churches in the villages, where the people are
responding to the gospel. These churches are going to be small, where around
fifty people could gather. There are many open doors for the gospel to be
preached. Pray that God should give us all the needed resources to execute
God-given vision of planting churches for the glory of God.
Evelyn and Shaan are doing good by God’s grace and providence. Shaan has
started his kindergarten schooling through zoom. He also got new friends in
the church. Pray that he will grow in the Lord.

Prayer Concerns
1. God’s protection to be upon us
2. To serve the Lord with passion and zeal
3. For the perfect healing of my father and also for his church planting ministry
4. To care for the needy and poor
5. To train many people, who can preach the gospel among the unreached people
Born to Serve,
Rev. Dr. Aaron Martin.

세페르 – 2021 년 7 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들께,
샬롬!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세르파 )ֵ֫ס ֶפ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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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이름 붙인 이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2021 년 6 월부터 목회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7 월 첫째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지침과 규제를 준수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라이브로 예배 방송을 함으로써 어린이들과 노인인
어르신들이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매일마다 급격하게 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6 월에 비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규제 안에서
일상의 활동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복음 전파
지난 6 월에는 저의 아버지이신 토마스(A.
Thomas) 목사님께서는 거동을 불편하게 하던
정맥 파열을 치료하기 위해 레이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이후로 목사님은 이제 아주
잘 걸으십니다. 목사님께서는 40 년 이상의
목회사역을 뒤로 하고 인도 성결교회에서
공식적인 은퇴를 하신 이후, 이제 미전도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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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어인 “세르파”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 기록된 문서, 글, 문헌”을 의미합니다.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러 시골에 내려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큰 열심과 열정이
있으십니다. 목사님의 꿈은 선교사로써
선교지에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는
마드라스 신학교를 통해 시골에 작은
성경학교를 세우고, 더 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저의
아버지가 개척하신
작은 마을 교회
모습입니다.

저희는 마을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워질 교회는 작은 규모로,
약 50 명정도가 모일 수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열린 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개척의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에블린 사모와 샨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샨은 이제 줌(zoom)을 통한 유치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샨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1.
2.
3.
4.
5.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의 아버지의 완전한 치유와 교회개척 사역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미전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이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섬김을 위해 태어난 자,
아론 마틴 목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