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우리는 글래스고, 스코트랜드에서 사역하는 티제이와 데나 오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종종 킬트와 백파이프의 이미지를 떠올리게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유산에 중요하지만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구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그것을 따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구주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소식은 많은 스코틀랜드 인들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인의 약 2 %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참으로 방문하기에 좋은 곳이지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 해외 선교부의 티제이와 
데나 선교사의 글래스고에서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그들은 함께 교회를 시작했으며 현재 교회 회원들의 신앙을 강하게하고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도록 제자 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5 천 5 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가 가려면 수천 개의 새로운 교회가 필요합니다.

티제이와 데나 그리고 두 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글래스고에서 사역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담대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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