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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e

San Francisco bay area continues to 
swell with immigrants from around 

the world and is one of the most diverse 
and unreached spots in the US. The need 
to reach them and through them their 
host nations is phenomenal. Rev. Dr. Jey-
aprakash (Jp) Samuel (Jp) has a passion 
to reach the different ethnicities through 
multi-ethnic church planting and disciple-
ship. He has ministered for three and a half 
years in Germany establishing an Inter-
national Fellowship with people from 33 
countries and discipling and evangelizing 
many for Christ. During his time at Stan-
ford University he helped start an Inter-
national Outreach Ministry in partnership 
with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that 
still reaches out to International Students. 
Responding to God’s call after completing 
his seminary training at Fuller Theologi-
cal Seminary, he moved out of Corporate 
America after 8 successful years to be a 
full-time pastor. He has served in a pas-
toral role at Christ Church of India, San 
Jose. He is currently co-chairing San 
Francisco Bay Area’s First Global Mul-
tiethnic Conference on discipleship and 
is actively networking with other ethnic 
leaders in planting intentional multiethnic 
gospel centered churches in the Bay Area.

About iSpectra

iSpectra, in conjunction with The Har-
vest Group, is excited to host the San 

Francisco Bay Area’s first global multi-
ethnic discipleship conference at Venture 
Christian Church in Los Gatos on APRIL 
24 - 26, 2014. The iSpectra Global Con-
ference is a multiethnic gathering of pas-
tors and church leaders who desire to see 
peoples of all ethnicities reached with the 
gospel and challenged to become follow-
ers of Jesus Christ.

•Vision: To encourage and equip church-
es to disciple all peoples and forge part-
nerships among ethnic groups to bring 
about regional and global transformation.

•Mission: To develop multicultural lead-
ership, enhance multicultural networking 
and ignite multicultural discipleship.

www.ispectraignite.org • facebook.com/
ispectraignite • youtube.com/ispectraig-
nite • instagram.com/ispectraignite • twit-
ter.com/ispectraignite

샌프 란 시 스 코 
베 이 지 역 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로 가
득한 곳입니다. 동
시에 미국에서 가장 
전도가 않된 곳이기
도 합니다. 이들에
게 복음을 전할뿐 
아니라, 이들을 통
하여 자신들의 조국

과 민족의 복음화가 가능해 진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저는 (제야프라카쉬 
사무엘 목사) 다민족 교회를 개척하여 여
러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제자
로 삼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3
년 반동안 독일에서 International Fellow-
ship 교회를 세워 33개국에서 온 다민족들
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는 일
을 해 왔습니다. 그 기간동안 이곳 스탠포
드 대학에서도 Intervarsity Christian Fel-
lowship 과 협력하여 해외유학생을 전도
하는 일에 헌신했었습니다. 풀러신학대학
원에서 신학공부를 마치며 8년동안 다니던 
회사 Cooperate America를 사임하고 이제
는 전임목사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
습니다. 산호세에 있는 인도인 교회를 목사
로서 섬기기도 했으며, 지금은 베이지역 최
초의 국제규모의 다민족 컨퍼런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다민족 컨퍼런스인 iSpectra는 로스 가
토스에 있는 Venture Christian Church에
서 4월 24-26일동안 여러 민족들의 연합으
로 열립니다. 각 나라민족들을 제자삼는 일
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기
대합니다.

•비전: 교회가 모든 민족을 제자삼도록 구
비하고 동력화하며 여러 민족들과의 협력
과 동역을 이루어 지역과 전 세계의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

•임무: 다문화 리더쉽을 개발하여 다문화 
네트워킹을 발전시키며, 다문화 제자화에 
불을 붙이고자 한다

사역소개 3. 다민족 교회 개척  JP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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