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채플 힐”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 공중에 날아가는 풋볼이나 
농구장에서 슬램 덩크가 있는 대학의 이미지를 즉시 떠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채플 힐의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동네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미구엘 탄타스는 남미 서부의 페루 출신이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미국에 
왔습니다. 뉴욕에서 공부하고 노스 캐롤라이나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Research 
Triangle Park)로 이사하여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셨으며, 이것이 2019 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정부는 그를 페루에서 미국으로가는 선교사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비자로도 말합니다!

미구엘의 새로운 교회 개척은 트라이앵글 안팎의 포인트 교회 네트워크의 일부이기 
때문에 포인트 히스패닉이라고 불립니다. 미구엘과 그의 핵심 멤버 그룹은 종종 
채플 힐 주변의 히스패닉 지역을 걷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사는 많은 히스패닉 
사람들에게 다가 가기 위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포인트 
교회의 목표는 트라이앵글 전역 모든 동네, 지역 및 도시 근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활발한 포인트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 이 새로운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구엘을 
위해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 히스패닉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간구합시다.

5월 10일, 2020

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구엘 탄타스
채플 힐,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교회 개척자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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