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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해외 선교부
선교사인 제이미와 로렌 버클리는 현재 남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동안 변화를 필요를
하는 것과 탐색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버클리는 최근 바쁜 시기에 5 개국 7 개
도시를 방문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이 살고있는 주에서 참여하지 않은 미전도
종족 그룹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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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가 집으로 돌아 왔을 때, 제이미는 현지 차 (tea) 전문점 주인인 *로버트와
우정을 키우기 위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성서 이야기를
공부하기 위해 그와 만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그는 복음에 매우 열중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로렌은 또한 그녀가 사는 도시의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불신자들을 복음의
진리에 참여시키기 위해 여성들과 소통 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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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와 로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사역하는 동안 집중된 사역과 육체적,
영적 휴식 사이에 건전한 균형을 추구 할 때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고양시키십시오.
버클리 가족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그룹 내에서 연락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여
미전도 종족에게

진리를 선포 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버클리 가족이 관계를 맺은
로버트와 다른 지역 주민들을 구원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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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을 위해 일부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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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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