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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는 우뚝 솟은 성당과 유명한 성경 학자들의 역사가 가득한 유럽이 이미 좋은
소식을 전한 대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수 세기 동안 조직화 된 종교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복음의 영향을
거의받지 않고 자란 유럽인 세대는 기독교에 대해 냉담하거나 적대적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사람은 1 %에 불과하며 수많은 유럽인들은 예수와
진정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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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유럽에서 해외 선교부와 (International Mission Board)와 함께 사역하는
제콥 키크널 (Jacob Kirchner)은 그가 대화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기독교이거나 무신론자라고 말했습니다.

동 유럽에서 해외 선교부와 (International Mission Board)와 함께 사역하는
제콥 키크널 (Jacob Kirchner)은 그가 대화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기독교이거나 무신론자라고 말했습니다.

제콥의 팀은 동 유럽의 국민들과 협력하여 전도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18
세에서 35세 사이의 연령에 집중합니다. 또한 지역 교회와 함께 신자들을 제자로
삼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접촉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제콥의 팀이 성경 및 기타 사역 자원을
구입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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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유럽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소망하도록
기도합시다. 새로운 신자들을 제자로 삼는 제콥의 팀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팀이
공동체으로서 그리고 유럽 국가 노동자들과 단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잠재적인 새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하고 팀의 추가 전략
결정을 이끌어 내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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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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