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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캐롤라이나 A & T 대학교 (NCAT, 노스캐롤라이나 농업 기술 대학) 4 명의 학생들이
남동쪽에 있는 분리된 식당에서 시민 권리 운동을 시작했을 때, 대학교는 민권 운동을 하는
동안 국가적으로 유명해 졌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에서 가장 큰 역사적으로 흑인 대학인
NCAT는 이 지역에서 경제 및 교육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업 및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대학 학생의 10 % 미만이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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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스보로에 있는 멀시 힐 (Mercy Hill) 교회는 NCAT
학생 단체의 15 %를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 지도력에
관여하는 1,600 명의 NCAT 학생들을 바라보며, 대학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소그룹
제자훈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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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캐롤라이나 침례교 주 총회의 대학 파트너십 팀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도움이되었으며
지속적인 코칭을 통해 멀시 힐 교회가 NCAT 캠퍼스의 독특한 영적 필요를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니코 윌리엄스 위하여 훈련을 지원했으며 니코와 그의 팀을
역사적인 흑인 대학에서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다른 교회 지도자에게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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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캐롤라이나 A & T 대학교 학생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며 영혼들이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영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니코 윌리엄스와 멀시
힐 교회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지도력 팀과 여름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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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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