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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드와 조디 할티스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북미주 선교회의 교회 개척자입니다.
그들은 노스 캐롤라이나 출신으로 매세추세츠에서 복음의 존재에 관한 슬픈 사실을
알게 된 후, 고향을 떠나 매사추세츠 다트머스로 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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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잉글랜드에서 초창기 교회는 강력했지만, 그 역사는 오래 전부터 사라졌습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민의 약 1 %만이 복음주의 교회의 일부입니다.

뉴 잉글랜드에서 초창기 교회는 강력했지만, 그 역사는 오래 전부터 사라졌습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민의 약 1 %만이 복음주의 교회의 일부입니다.

높은 비율의 도시 가운데 약 35,000 명이 로마 카톨릭교와 현재 또는 과거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포르투갈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와 뉴 잉글랜드 전역에 새로운 복음주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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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차드와 조디는 사우스 코스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매사추세츠
대학의 다트머스 캠퍼스 북쪽에서 만납니다. 현재 차드와 조디는 지역 사회를 알아
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노력하며 그들 주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또한 사우스 코스트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서를 가르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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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는 차드와 조디와 같은 교회 개척자들을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 후원합니다.
지금 사우스 코스트 교회에서의 차드와 조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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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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