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임스 루이스 가족은 해외 선교부 (IMB)의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는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현재 그는 아내인 캐리와 어린 딸과 함께 2 세대 해외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800 년대에 지어진 종교적 사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있는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젊은 가족이 삽니다. 놀라운 건축물과 장인 정신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슬프게도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어두움에 
있습니다.

새로운 대륙이란 새로운 언어 학습 기회를 의미하며, 루이스는 모국에서 현지 
언어를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최근에 발전된 언어로 제임스와 캐리는 이미 
새로운 친구들과 의사 소통을 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복음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협동 선교 프로그램에 대한 관대한 지원은 오랜 경험의 선교사들로부터 
새로운 단기 선교에 이르기까지 해외 선교부 (IMB)의 선교사들이 주님의 부름에 
헌신하여 매일 전 세계의 잃어버린 영혼과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적은 곳에서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을 하나님 께서 계속 일으키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임스와 캐리가 아시안 이웃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성서의 참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 보안을 위해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9월 20일, 2020

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임스와 캐리 루이스
동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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