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 스타트 101 참여자들을 위해. 북텍사스연회에서 새로 목회를 시작
하기 원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름을 불러가며 기
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개척을 이끌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
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북텍사스연회 감리사들을 위해 - Rev. Cassie Wade (신임 동지방 감리
사), Rev. Edlen Cowley (신임 메트로지방 감리사), Rev. Debra Hobbs
Mason (중북부지방 감리사, 메트로지방에서 이전), and Todd Harris
(서북부지방 감리사) 성령님께서 감리사들을 선교적 전략가들로 이끌어
주시도록.
Christ's Foundry/La Fundición de Cristo 선교교회 2월 동파로
건물을 비웠던 Christ's Foundry 선교교회가 6월 20일에 다시 복귀했
습니다. Christ's Foundry 선교교회가 러브 필드 북쪽 커뮤니티의 중심
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 
교회 개척자들 & 확장자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추수
에 주인되시는 주님이 새로 사역을 시작하는 개척자들을 많이 세워주시
도록.
New Faces in New Spaces 개설자들 - 우리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
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만남의 공간'을 위해 그리
고 하나님이 각 지방, 각 친밀 그룹마다 '새로운 만남의 공간' 개설자들
을 세워주셔서 '새로운 만남의 공간'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왕성해지도록 
Gracia Viva Oak Lawn연합감리교회의 한 사역으로 Gracia Viva새
스패니쉬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Isabel Marquez가 이 사역을 개척
하고 있는데 새로 시작한 이 사역, 최근에 대면예배로 복귀했습니다. 이
새로운 사역의 리더들과 목표로 삼고 있는 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해 주
세요. 
그레이스 채플 그레이스 애비뉴교회의 캠퍼스인 그레이스 채플은 7월
1일부터 Courtney Schultz 목사가 개척 리더를 맡습니다. 그레이스 채
플과 성도들 그리고 선교 현장을 섬길 Shultz 목사, 그리고 함께 할
Joshua Manning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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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성장사역국의  예정된
행사들을  위해  기도해주세
요 .  하나님께서  이  훈련과정
들을  통해  사역자들을  잘  
준비시키시도록  -  엡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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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y 11 -  Genesis
Cohort -  12개월  과정의
교회성장  군단  만들기다 .
리더들을  혁신적으로  만들
고  교회  성장  전략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장을  마
련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
자세한  사항은  Matt
Temple에게  문의  바람 .
Temple@ntcumc.org
.    
August 12 -  NFNS
Webinar- Luke
Edwards가  이  웨비나 ,
New Faces/ New
Spaces의  강사로  나설  예
정이다 .  Luke목사는
West North Carol ina연
회의  교회성장사역국의  부
국장으로  Fresh
Expressions 사역을  만
들어내고  지원하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  자
세한  사항은  Jessica
Vargas에게  문의  바람 .
Vargas@ntcu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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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t 101 
기도할 때 이 이름들, 교회가 맞이한 새 시기에 새로 시작하려고 
애쓰며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가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To receive a copy of The Orison via email subscribe here

https://forms.gle/Yh92UpD2oiUYNNPv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