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주 전역에 교회가 필요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태평양 북서부의 워싱턴 주 시애틀 바로 동쪽에있는 
이사쿠아 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윌과 티파니 포레스트를 위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 그들을 후원합니다. 이사쿠아는 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이며, 태평양 북서부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새로운 교회 개척이 크게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교회에 
대한 적개심과 복음에 대한 강퍅함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윌은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 교회의 필요성을 알게되었을 때 아이다호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교회에서 2 년간 교회 개척을 
공부한 후에, 티파니와4 명의 자녀와 함께 이사쿠아로 이사하여 서밋 라이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교회는 주일에 공립학교에서 만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영향을 받는 삶을 보게되어 기뻤습니다. 윌은 이 지역의 사회 
지도자들을 알게되었으며, 교회의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윌과 티파니를 위해기도하고, 복음의 생수를 건조하고 메마른 땅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시도록 간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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