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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추와 다이아몬 우캐부는 마이애미 북쪽에 브룩 교회 (The Brook)라고 부르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마이애미의 북쪽은 매우 다양하며, 우캐부 부부는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및 기타 스페인 언어권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을
위해 북미주 선교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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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 년 동안, 새로운 이민자들이 들어 오면서 브룩 교회 주변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백인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이사했습니다. 대신, 점점 커지고 있는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새로운 교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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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민족들에게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브룩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추는 21 세의 나이에 그의 형제가 비극적으로 살해 된 텍사스 휴스턴에서
자랐습니다. 무추와 다이아몬은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특히 도시
중심의 사역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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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는 무추와 다이아몬을 마이애미로 파송하도록 도왔으며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 그들의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무추와 다이아몬을 위해 기도합시다.
마이애미 북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는 도시 중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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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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