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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프 주간기도제목
한인 디아스포라 협력

한국어 카이로스 코스
9 월 19 일(화) 저녁부터 10 주 동안 카이로스 한국어 코스가 토론토영락교회 (송민호 담임목사)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임하고 성도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결과가
있도록, 코스를 섬기는 조력자팀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알버트/마르다 (이삭, 모세): 위클리프 대만대표, 멤버케어
타이완의 아미스족을 위한 안드로이드 버전의 성경 앱은 이미 완성되어 운영중인것에 감사드리고, 아이폰용
앱을 SIL 성경 앱개발 프로그램으로 작업중입니다. 9 월말에 있을 예산및 사역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사역과 삶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새학기가 시작된 아이들도 학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손모아주세요.
위클리프 국제연대

전자성경 배포를 위한 준비: 루마니아
루마니아에서 사용되는 루마니 방언으로 번역된 자료들과 성경이 곧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루마니아 밖에서
사용되는 루마니 방언으로 된 성경도 곧 전산화됩니다. 남 블락스 방언으로 휴대폰 성경 앱이 준비 중인데
교정과 프로그래밍을 마쳤습니다. 출시까지 아직 남아있는 과정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미디어 성경: 지중해 지역
출애굽기 녹음을 끝낸 한 번역팀이 모세의 생애에 대한 그림 비디오 제작을 계획 중입니다. 그림 비디오란
이야기 그림에다 해설과 배경음악이 삽입된 슬라이드 쇼입니다. 비디오 제작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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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에 지혜를, 또한 페이스북에 오른 댓글을 관리하는 모어 번역자에게 명철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지난
번에 게시된 동영상에는 2 만 5 천개의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JAARS Prayerline 잘스 종합기술지원 센터
www.jaars.org

지난 해 개발된 인도네시아의 투구틸 부족어 성경앱의 원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번역과 자문위원 점검이 끝나 신약전서의 인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바우 비다이유 부족어 신약성경이 곧 완성되고, 성공적으로 인쇄를 마치도록, 그리고 이 언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활용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아시아지역 바란 부족을 섬기는 모어 번역자들이 국내에서 사역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현지인들과 스카이프
(인터넷 전화)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번역을 마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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