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주 선교회의 센드 시티 조정관 (Coordinator)인 브렛 포터는 단 한 도시에서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 갈 수 있다고 믿고, 그 도시를 토론토로 결정했습니다. 
토론토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수도이며 거의 650 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50 % 이상이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60 개 언어를 사용하는 200이  넘는 인종 
그룹의 이민자들로 인해 미전도 종족 그룹들에게 사역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인구의 4 % 미만으로 구성합니다.

브렛은 토론토와 같이 비 그리스도인 인구 밀도가 높고 다양한 도시에 교회를 
성공적으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제자 삼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시의 외로움과 고립은 중요한 필요를 느끼게함으로 그리스도를 나누는데 있어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과 개척자들을 키워 토론토 
전역에 걸쳐 이 지역 사회에 접근 할 수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동 선교 
사역을 후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토론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지역 사회에 
다가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토론토 지역에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5 년 미만의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도시 전체에 마이크로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교회의 
지도력 개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5월 24일, 2020

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브렛 포터
토론토, 온타리오, 캐나다

선교사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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