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명의 북미주 선교부의 교회 개척자인 로버트와 샤론 핑크스톤은 캐나다의 
퀘벡에서 사역합니다. 퀘벡에는 8 백만 명의 프랑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단지 약 4 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퀘벡의 수백 개의 도시에는 복음주의 교회가 없습니다. 로버트와 샤론은 거대하고 
도전적인 선교지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 
재정적으로 그들을 후원하지만 그들에게는 또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로버트는 만약 퀘벡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로버트와 샤론이 캐나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찾던 것이 
바로 그 것입니다!”라고 응답합니다.

로버트와 샤론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며 많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캐나다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합시다. 또한 퀘벡의 영적 타락에 대한 남 침례교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 지도록 기도합시다.

9월 6일, 2020

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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