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면 미래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필리핀의 미래를 
형성하고있는 두 명의 해외 선교부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다니엘과 * 매디슨 리는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 사역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함으로써 동역하며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마닐라 수도권의 3 개 주요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학생들에게 다가가 그분과 동행하여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이 학생들 대부분은 복음 자체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만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 아미한이라는 한 젊은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화를 
내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아미한과 복음을 나누고 그를 교회로 데려 
갔으며 거기서 다니엘과 매디슨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미한을 훈련 시켰고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오늘 기도 할 때, 다니엘과 매디슨이 학생들과 함께 사역할 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어느 날 학생들은 필리핀의 미래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도록 기도합시다.

* 보안을 위해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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