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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캐롤라이나 침례교 교회 개척자인 진 문얌바바지 (Jean Munyambabazi)는
지속적인 전쟁과 관계 문제로 인해 콩고 민주 공화국을 떠났습니다. 2016 년 노스
캐롤라이나에 오기 전에 그는 17 년 동안 우간다의 난민 캠프에서 살면서 여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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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하이 포인트 지역으로 이사 할 때, 콩고, 르완다, 부룬디, 케냐에서 온 아프리카
인을 만났으며 그들은 모두 언어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은 영어뿐만 아니라 5 개의
아프리카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는 이 아프리카 인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침례교 주 총회가 그를 훈련시키고 지원하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협동 선교 프로그램에 동참함으로 그를 후원하며, 우리
주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 할 수 있습니다.

진이 하이 포인트 지역으로 이사 할 때, 콩고, 르완다, 부룬디, 케냐에서 온 아프리카
인을 만났으며 그들은 모두 언어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은 영어뿐만 아니라 5 개의
아프리카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는 이 아프리카 인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침례교 주 총회가 그를 훈련시키고 지원하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협동 선교 프로그램에 동참함으로 그를 후원하며, 우리
주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주 진이 시작한 유나이티드 어웨크닝 침례 교회 (United Awakening Baptist
Church)에서 약 75명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들은 현재 제임스타운 (Jamestown)
의 한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교회에서 진이 아프리카 언어인 스와힐리어 (Swahili)
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람들에게 접촉하는
이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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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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