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 로드리게스는 샬럿에 새 교회를 세웠을 때 19 세 밖에되지 않았지만 
혼자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크리스의 아버지인 칼로스 로드리게스는 원래 
푸에르토 리코 출신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주 힛코리에 있는 크고 성공적인 히스패닉 
교회인 아이교회 (iChurch)의 수석 목사입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침례교 주 총회는 
아이교회의 샬럿에서 새로운 사역을 지원하고 훈련했습니다. 대부분 주일에 
카롤로스는 샬럿 캠퍼스에서 설교하며, 힛코리 아이교회의 성도들도 새로운 교회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크리스는 많은 기도와 교회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집, 상점, 심지어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따라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9 년 중반, 샬롯 
아이교회의 평균 참석 인원은 130 명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정착 한 많은 중남미 국가의 라틴계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합니다. 크리스는 여전히 
샬롯 아이교회의 리더이지만, 교회는 헤수 피게로아 (Jesus Figueroa - HAY-soos 
feeg-ah-ROE-ah)라고 불렀습니다.이 교회는 모두 힛코리의 “추 목사” (Pastor 
Chu) 캠퍼스 목사로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협동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 개척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도록 도왔습니다. 크리스와 아이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샬럿에있는 많은 히스패닉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지금 기도로 
도웁시다.

11월 8일, 2020

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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