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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노스 캐롤라이안 센터 (Center for New North Carolinian)에 따르면, 길포드와
메클렌버그 카운티는 매년 이 주에 있는 새로운 난민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보로 지역에 가장 최근에 도착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동남 아시아의
미얀마 사람들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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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캐롤라이나 침례교 주 총회의 아시아 사역 팀의 버마 코디네이터인 바우크
나우 (Bawk Naw)와 라이프 커뮤니티 미얀마 교회는 정기적으로 버마 공동체
사람들에게 접촉합니다. 그들 버마인 대부분은 불교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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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크와 그의 교회가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새로운 소망을 소개하는 한
가지 창의적인 방법은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들은 버마인 지역을 돌아 다니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고 버마어
성경을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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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는 협동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바우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우크와 그의 교회 회원들이 제자 훈련을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웃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 가도록 기도합시다. 더 많은 버마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고, 현재 교회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르침과 건전한
교리를 통해 잘 준비하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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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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