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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몬트의 심장부에 있는 채텀 카운티의 피츠 보로 (Pittsboro) 마을은 랄리와 애쉬보로
(Asheboro) 사이의 중간 쯤에 있습니다. 마을 중심 도로를 따라 가면 앤디와 바니가 살던
TV 프로그램의 메이 베리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길가 보도와 창가를 따라 활기 넘치는
상점을 산책 한 다음, 옛날 구식 약국에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혹은 친구를 만나 고향 식당에서
식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부의 작은 마을의 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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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리 칼리캇와 대화를 나누면, 노스 캐롤라이나 한가운데 있는 이 지역의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 해 줄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주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사는
마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에도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카운티는 지난 10 년 동안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이 슬픈 현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예상되는 인구 증가와 함께 리 칼리캇은
그레이스 힐 교회라 부르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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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힐 교회 예배자들은 피츠보로의 한가운데 근처에있는 오래된 농업 건물에서 만나
공동체의 중심에서 복음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 리와 새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스 캐롤라이나
침례교 주 총회의 교회 개척 팀을 통해 리에게 훈련과 자원을 제공함으로 후원하는
방법이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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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새로운 교회를 위해 지금 기도 할 때,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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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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