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없는 부족들과 그들을 섬기는 위클리프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클리프 주간기도제목
한인 디아스포라 협력

마르다 홍/알버트 (이삭과 모세) 선교사: 본부행정, 위클리프 대만
지난 11 월초에 있었던 이사회와 회원총회에서 알버트 선교사가 대표로 재선임되었고, 다음 회기 예산과 사역
계획도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계속적으로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표로 섬기는 알버트에게
지혜와 능력주시길, 젊은 차세대 일꾼들을 주께서 불러주시도록 손모아주세요. 인사 행정과, 회원 돌봄, 정보
통신등 다중 사역을 맡고 있는 마르다 선교사를 위하여, 3 개월내에 마쳐야 할 인사관리 데이타 베이스, 시스템
백업과 개발중인 아미스 부족어 잠언 미디어 성경의 아이폰용 앱 작업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잘 성장하도록 손모아주세요.
위클리프 국제연대

새로운 전략: 아프리카
언어팀들이 최근에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거주 허가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과거에는 비자와
거주 허가를 발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 년 간 국외에서 사역해 왔습니다. 성경번역 사역을 통해 핵심적인
부족어 사용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자기네 모어로 성경을 번역하려는 관심과 열망이 일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이 지역에서 사역의 진전이 있도록 손모아주세요.

모어 번역자들 보호: 아시아
아시아의 어느 지역들에서 성경번역에 관여하므로 인한 큰 희생들을 감수해야하는 모어 조력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다른 부족의 신자들도 용기를 얻어 부족 공용어에서 자기네 모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문화와 언어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손모아주세요. 언어 개발을 후원하는 단체에게는 지혜 주셔서 현지
조력자들을 돕고 훈련시키는 방법들을 강구하며,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번역 점검을 도와 줄 사람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메일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제목없이 반송 또는 daniel.yoon@wycliffe.ca 에게로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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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성경번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나라중 하나인, 아프리카 나이제리아는 거의 350 개의 언어
부족들중 아직도 자기네 모어로 된 성경 말씀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기도해주세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최근에 가족을 사별한 이들에게는 휴일들이 결코 즐겁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중인 선교사 가정들과 혼자 된 이들을 위해 손모아주세요.

경이롭기 조차한 인터넷 덕분으로 많은 위클리프 번역가들과 자문 위원들이 원격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메일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제목없이 반송 또는 daniel.yoon@wycliffe.ca 에게로 알려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