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중인 여러분들의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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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byterians Sharing 은
캐나다장로교의 교단 기금으로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선교와 사역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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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선물이고 우리는
이러한 선물들의 청지기가 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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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 바우먼 박사, 네팔에서 외과의사로 섬기고 있는 캐나다장로교 선교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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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사역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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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 정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과 원주민들과의 화해를 장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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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은 홍보와 모금 운동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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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은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거나
교단 웹싸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해 주십시요.
(presbyterian.ca/donate/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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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화해를 향한 어려운 길을 걸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 가실 것입니다.”

“당신은 화해를 향한 어려운 길을 걸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 가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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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브리엘 제이 스나이맨 목사, 2017년 Healing and Reconciliation 선교 여행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1802130703

18021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