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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Praying Pastors and Church Family,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교회 가족들에게, 

Even amid COVID, God has been good and we have been travelling full time 
in the month of August and September reporting back to current supporting 
churches and even a couple of new churches.   As I continue to travel, I am 
more convinced than ever before that there is still hope in America. We’ve 
been in seventeen different churches in ten states in the last two months, and 
each of those pastors have shown strong faith in the Lord and continue to 
move forward in serving God as they lead their people. I’ve not met one pastor 
who was discouraged nor complaining in the midst of a trial. I count it an 
honor to have churches like this partner with us and am thankful for those who 
pray for us continually. Honestly, my heart has been overwhelmed by the love 
we received from pastors and church families.  Thank you!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돌보아 주시는 가운데, 8월과 9월을 
쉬지 않고 저를 후원해 주고 있는 교회와 몇 몇 새 교회를 방문하여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
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미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전보다 더욱 확신하게 되
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달 동안 열 개 주의 열 일곱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들의 
목사님들은 주 안에서 강한 믿음을 보여 주었고, 각 교회의 성도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계속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련의 시기에 낙담하거나 불평하는 한 
분의 목사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
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
씀드려서, 우리가 목사님들과 교회 가족들에게 받은 엄청난 사랑에 제 마음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sh that there were this many pastors and churches that love the Lord in 
China but I also believe it is God’s will for the gospel to spread in China. 1 
Timothy 2:4-5 “Who will have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un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For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I believe that God will use the Word of God 
to save the people of China and Jesus will build His church. As we endeavor 
together to serve God, I believe that our generation would witness China turn 
upside down and believe in one God, Who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중국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에 복음이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4-5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
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중국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노력하는 가운데, 우
리 세대는 중국이 뒤집어 엎어지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Last month, I met a Chinese high school student who was born in mainland 
China who said to me, “I want to believe and become a Christian but I don’t 
understand because everything is against what I learned in China.” I took out 
my Chinese Bible and let him read for himself about the Creator, who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Who made him, and loves him. He also asked me 
about hell so I explained to him what a “sinner” means, and the consequence 
of sin. Yet, in his culture sinner means a “criminal” who belongs in jail. Even 
after a couple of hours of showing him verse by verse, he could not wrap his 
mind around freedom from the bondage of sin, because of his communist 
background.

지난 달, 저는 한 중국 본토에서 태어난 한 중국 고등학생을 만났는데, 그는 제게 이렇게 말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모든 것이 중국에서 배운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 중국 성경을 꺼내 그에게 하늘과 땅
을 만드셨고, 그를 만드셨고, 그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에 대해 그가 읽도록 하였습니다.  그
는 제게 지옥에 대해서도 물어서, 저는 그에게 죄인을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죄의 결과
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화에서는 죄인은 감옥에 있는 범죄자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몇 시간 동안 한 구절 한 구절 보여 주었지만, 그는 공산주의 
하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인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This month I met another seventeen-year-old Chinese student who was born 
and raised in Hong Kong and has experienced freedom. He said he got saved 
in Hong Kong but was not faithful in attending church, but now living in 
America, he wants to learn more about God and be faithful. As I shared verses 
with him, I saw that he was open and very hungry for the Word of God. Many 
have asked, “How can I pray for China? What should I pray for?” Please pray 
that God will open the hearts of Chinese that when they hear the gospel, the 
communist teaching and the background that is instilled in their minds would 
not become a stumblingblock in believing and accepting Jesus as their 
personal Saviour. 

이번 달에 저는 홍콩에서 자유를 맛보고 자란 다른 열 일곱 살 중국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는 홍콩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에 신실하게 나가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
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신실해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구절들을 그와 나눌 때 저는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는 것을 보았
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요?”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배경이 그들의 믿음에 걸림돌
이 되어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By the way, we’re having another boy!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