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인 선교 현장 - 2021 Black Church Taskforce의 권장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the Black Church Initiative (BCI)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FIVE SHARKS - Richie Butler, Gail Utter, Kenneth Wolverton,
Danielle Kim, 그리고 Michael Baughman이 교회성장 사역국으로부터 각
각 북텍사스연회 첫번째 Spark Tank를 위해 10,000불을 받게 됩니다. 새
로운 만남의 공간 개설을 장려하기 위해 대상은 최고 15,000불을 받게 됩니
다. Shark들이 북텍사스연회의 새로 시작하는 사역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The Unchurched -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개발
하고 시행하는, 북텍사스연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020년 현재, 기독교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 미국 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독일어권 선교 현장 - 북텍사스연회에서 독일어권 선교현장은 크지 않지만
Kurt Maerschel 목사님이 새로운 만남의 공간을 통해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외로운 이들 -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
니다. 하나님께서 대강절 기간에 북텍사스연회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임마
누엘과 함께 하는 미래사역과 선교에서 희망적 전망을 감지하고 나눌 수 있
도록 기도해 주세요. 
ANNA 제일연합감리교회 - 2020년 12월 어느 이른 아침에 불이 나서
Anna 제일연합감리교회 건물을 태워버린 후 그 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들이
올려졌습니다. 지난 10월, Anna 교회 총회는 역사를 간직한 그 장소를 팔고
성장하는 선교 현장에 손을 뻗을 수 있는 새 장소를 찾기로 결의했습니다. 
 Anna교회와 선교 현장, 그리고 새로 오신  Dallen Morgan 목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온라인 회중들 - 아직 대면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 그리고 북텍사스연회 교회들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 다가가고 있는 새
로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이런 이들도 존중받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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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장  사역국의  예정된    
 행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하나님께서  이  훈련과정들을  
 통해  성도들을  잘  준비
시키시도록  -  엡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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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텍사스연회 교회 성장 사역국의 기도요청

T교회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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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RK TANK -  신청서  제출마감  -
12월  1일

교회  성장  사역국은  첫번째  혁신  재정
지원  이벤트  Spark Tank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아
이디어가  있나요? 혁신적이면서도 ,
새로운  제자들을  만들고 ,  또  그것을
위해  재정지원을  받고  싶은  그런  아이
디어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아이디
어를  북텍사스연회에  있는  동역자들
과  나누고  그랜트도  받을  수  있는  기
회를  얻도록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상금은  2,500불에서  15,000불까지

입니다 !
 

모든  아이디어들이  심사되어질  것이
고  최종  선택된  4명은  자신들의  아이
디어를  심사위원들 ,  즉  그랜트  수상자
와  상금을  결정할  Sharks 그룹에게
발표할  것입니다 .  Sharks는  재정
지원뿐  아니라  선정된  프로젝트를  
위해  코칭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ntcumc.org/ccd를
확인하시거나  사역  코디네이터 ,

Jessica Vargas에게  문의하세요 .
Vargas@ntcumc.org .  

https://www.facebook.com/dallen.morgan.3?__cft__[0]=AZXeGMcsUwf2x2-M9MgstPTDqLNsxGaS1WhmDz05o6kpGx1IyB_jdFhTlBcsEzqhym5Br2g0ZtR9lM561Ki2j0MRh9iFR2YP_NendjcToU5t7T3ctOxj3g46YSasSxLmO9d52Olj1JMQXPxuD453teF-XPgTtepNvQe3NUDC29tEGg&__tn__=-]K-R
mailto:Vargas@ntcumc.org


응답 받은 기도 요청들

 The Orison을 이메일로 받아보기 원하시면 여기에 신청하세요

대강절이 가까워지는 때에, 이 기도소식지를
통해 나누었던 기도 제목 하나 하나를 위해 
기도해주신 여러분의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고 또 우리는 응답된 
기도 제목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https://ntcumc.org/ori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