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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제이 젠킨스는 캘리포니아 주 온타리오에 메인 캠퍼스가 있는 남 침례 교단의
게이트웨이 신학교에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하기
때문에 신학교와 그곳에서 사역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을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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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디제이는 앤타라지 교회 (Anthology Church)라고 부르는 새로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수십년 동안 영화와 TV 쇼를 제작한 로스앤젤레스의 일부인 스튜디오
시 (Studio City)에서 만납니다. 약 4 만 명의 사람들이 스튜디오 시에 살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보는 영화 및 TV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앤타라지 교회는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 가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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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타라지 교회는 매우 영향력있는 문화 형성 도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 디제이의 사역 준비를 후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앤타라지 교회의 목사로서 섬기는 그를 지원하며 로스앤젤레스 시를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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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제이와 그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인도하는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언젠가 그들이 수백만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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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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