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아와 타린 매든은 뉴 올리언스 침례 신학교 (NOBTS)의 학생들입니다. 노아는 목회 
신학 (Master of Divinity)을 공부하고 있으며, 타린은 상담학 (Master in Counseling)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훌륭한 팀이 될 것입니다. 뉴올리언스 침례 신학교 덕분에 
매든 부부는 평생 사역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 뉴 올리언스 신학교를 후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역을 
준비함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협동 선교 사역은 학생들의 학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므로 학생들은 빚을 지지 않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뉴 올리언스 침레 신학교는 미국에  6 개의 남 침례교 신학교 중 하나이며, 6개의 신학교에서 
18,000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18,000 명의 학생들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타린은 신학교 만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젊은이들을 
제자 훈련 시켜 뉴 올리언즈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졸업 후 노아와 타린은 북미 선교부에서 파송 선교사로 보스턴으로 이사 할 것입니다. 
보스턴에있는 동안 그들은 보스턴에서 6 백만 명이 넘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될 새로운 교회 개척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협동 선교 헌금을 통해 보스턴으로 이사 할 때도 후원합니다. 그들의 학업과 사역을 
축복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뉴 올리언스 침례 신학교 및 그곳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8월 23일, 2020

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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