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프 주간기도제목 20 May
한인 디아스포라 협력

한인디아스포라
지난 5 월 5 일부터 8 주 간 인터서브에서 주관하고 토론토강림교회(김주엽 담임목사) 에서 개최하는 램스 (LAMs,
Life as Mission School) 선교 훈련에 이규준 선교사가 동역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교재로 이뤄지는 발표, 강의와 토론을 통해 삶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살아내는 결과가 있도록, 선교단체들과 교회
간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세요.

윤기태(/양희숙) 선교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동원 / 인사부 행정 사역
윤기태(/양희숙) 선교사 부부가 후원자 개발과 친지 방문차 6 월초까지 한국 방문중입니다. 5 월 27 일(주일) 서울의
한 교회 소그룹 모임에 초청을 받아 성경 번역 선교에 관하여 나눌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효과적인
나눔이 되도록, 윤 선교사 부부가 만나는 개인이나 방문 교회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킹덤 프렌드십

실크로드 프로젝트: 성경번역, 보안지역
K 프로젝트: 현지 언어 개발팀 현지인 책임자의 막내 아들이 다운 증후군 증세로 진단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회교
문화권에서는 장애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좋은 의료 혜택도 현지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어 부모들이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SIL 프로젝트 공보관이 긴급 중보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장애 아들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최선의 길인지 조언해 줄 전문가를
보내주시도록, 이 어려운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므로 저들이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도록 간절히
손모아주세요.
위클리프 국제연대

예수 영화 구두 번역: 서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의 한 언어로 ‘예수’ 영화 대본을 구두로 번역하고 있는 팀을 위해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인도하는 책임자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번역팀원 모두가 현지 출신으로 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주도로 진행
되게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술적 방법이 성공하면 아직 글자가 없는 다른 부족 언어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구두작업 사용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손모아주세요.

언어조사팀이 성경을 배포: 파푸아 뉴기니
SIL-파푸아뉴기니 언어 조사팀이 최근 파푸아뉴기니 모로베주 고랄리스 마을에서 언어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팀은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특정 세픽계 언어가 이아트물 부족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부족어로 만든 오디오
성경을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고랄리스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된 오디오 성경 이야기를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
합니다. 이들이 이아트물 신약 성경과 문해 자료도 속히 받게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잘스 종합기술지원 센터

일본의 여러 다른 소수민족 사역들을 위하여 교회들과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격려하고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룹들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스의 제작부서에서 사진 자료들을 관리하고 요청받을시에는 사진 자료들을 검색하는 사역으로 섬겨주실 헌신자를
필요로 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treach@jaars.org

6월 9일(토요일) 잘스데이 행사에서 스탭들을 도와 주실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행사를 준비중인
투어팀의 책임자 앤 로저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