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novative Ministries - 지역사회에 선교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
역을 하도록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New Worship Services / New Faith Communities - 데이타에 의하
면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새로운 예배를 시작할 교회들 그리고 새로운 예배/공동체를 시작하려고 모색
하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Genesis Cohort - Genesis 군단은 교회 개척과 확장에 관심있는 이들을
불러모아 만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북텍사스연회에 속한 교회 개척자들
의 수는 적은 때이기에 특별히 이 군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일꾼들을 위
해 추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기도해 주세요.
Umphress Road 연합감리교회 - 성전 리모델링 관계로 Axe Memorial에
서 모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와 있는 시간과 다시 복귀할 때의 선교현장
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Latinx Fellowship - 우리들이 젊은 Latinx 리더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투자하고 힘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들은 우리 교회들을 이끌어갈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서 북텍사스 연합
감리교인들이 주변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Latinx
Fellowship을 거쳐간 리더들과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마
음에서 열정을 활용하도록,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계
속 자원들을 쏟아부어 주시고 신세대 리더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비전을 우리
에게 채워주세요.
전원지역 흑인 교회들 - Ferris에 있는 God's Kingdom; Dennison에 있는
Haven Chapel; Paris에 있는 Mount Zions; Clarksville에 있는 St. Paul;
Terrell에 있는 Warren Chapel. 북텍사스 연회의 전원지역에 있는 이 교회
들의 목회자들, 리더들, 그리고 전도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조그만 교회들: New Faces in New Spaces Rebrand & Relaunch -
우리의 선교현장은 공동체에 목말라있습니다. 교회성장 사역국은 조그만 교
회들(New Faces in New Spaces)이 세워지도록 돕는 것을 통해 이러한 지
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
람들 혹은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성장하는, 하나님이 사랑하
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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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성장  사역국의  예정된
행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
요 .  하나님께서  이  훈련과정
들을  통해  성도들을  잘  준비
시키시도록  -  엡  4 :12

ôr′ĭ-sən -.(n.) prayer, petition, to speak to God
 북텍사스연회 교회 성장 사역국의 기도요청

 교회성장 사역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이 달의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매주 하루에 한 가지씩 기도해 주시거나 하루에 7가지 모두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도요청서를 인쇄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도로의 부르심 

August 12(목) ,  저녁  7~8시  -
New Faces in New Spaces 웨
비나 -  Luke Edwards 목사가  이  웨
비나 ,  New Faces /  New Spaces
에  대한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
Luke 목사는  West North
Carol ina 연회의  교회성장  사역국
의  부국장으로  Fresh
Expressions 사역을  만들고  지원
하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
다 .  이  웨비나에  참석하려면  

Sept.  9(목) ,  오전  9:30~11시  -
'수익을  창출하는  사역 '  웨비나  -  사
회적  기업을  만들어  출범시키는  것
과  그  기업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사역  효과와  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
법을  배우러  오세요 .  이  웨비나에  참
석하려면  여기를  눌러서  등록하세
요 .   

 Sept.  18(토) ,  오전9시~오후4시
-  Launch! -  성공적인  사례자들이
들려주는 ,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별  지침들  그리
고  예배의  확대가  교회를  어떻게  활
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러
오세요 .  강의  후에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하고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는
것에  관해  실제적으로  연구할  것입
니다 .  여기에  등록하세요 .   

     여기에  등록하세요 .

위의  과정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면  Ministry Coordinator ,
Jessica Vargas에게  문의하세요 .
Vargas@ntcumc.org .  

https://forms.gle/C8AkcpkV2q1ut6uJ8
https://ntcumc.org/launch-registrati0n%20
https://forms.gle/SeDVathnXDYa2Tua8
mailto:Vargas@ntcumc.org


응답 받은 기도 요청들

새로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의 공간이 개설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여기 이 분들이 부르심에 응답했고 새로운 만남의 공간들을 개설했습니다. 

이 만남의 공간들이 잘 성장하고 확장되도록, 팬데믹으로 닫혔던 만남의 공간들이 다시
열리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만남의 공간들이 생겨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Orison을 이메일로 받아보기 원하시면 여기에 신청하거나 vargas@ntcumc.org로 연락주세요

New Faces / New Spaces 
(조그만 교회들) 

https://forms.gle/Yh92UpD2oiUYNNPv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