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샬럿은 또한 가장 큰 선교지 중 하나입니다. 사우스 
샬럿 (South Charlotte)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이므로, 새로운 교회 
개척에 이상적입니다. 조엘 스멜리가 버티컬 교회 (Vertical Church)를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건물을 빌려서 모인 버티컬 교회는 영화관에서 모임을 갖다가 2019 년 고속도로 77
번 (I-77) 근처 공립 학교 건물로 옮겼습니다. 매주 약 100 명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침례교 주 총회가 확인한 두 개의 잃어버린 지역 사이에 새로운 
위치가 생겨 났기 때문에 버티컬 교회는 복음의 희망을 필요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협동 선교를 통해 후원하는 조엘은 웨이크 포레스트의 사우스이스턴 침례 
신학교에 다니며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지속적인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 우리 
교회는 주 총회의 교회 개척 팀이 버티컬 교회가 시작될 때 조엘을 훈련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샬롯에서 사역 할 때 조엘과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우스 
샬럿을 넘어 버티컬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성장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9월 13일, 2020

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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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럿,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교회 개척자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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