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개발 - 북텍사스 지역은 매주 새로운 토지 개발이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성
장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이주해 오는 선교 현장을 위해, 북텍사스 연회 교
회들이 창의적이고 의미 깊게 새 이웃들과 연결되는 길을 찾도록 기도해 주세
요.  
전원지역 교회들 - 전원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팬데믹 기간동안 남다른 어려움
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원지역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기회들을 위해,
그들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ASIAN-INDIAN 선교 현장 - Asian-Indian 인구는 북텍사스 지역에서 계속
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북
텍사스연회 교회들이 이 선교현장에서 그들과 만나고 제자 삼는 길을 발견하
게 하시기를.
ELMWOOD-EL BUEN SAMARITANO UMC - Oak Cliff에 있는 The
Elmwood El Buen Samaritano Community는 다인종 공동체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자원들을 주셔서 그 선교현장에서 사역이 성장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GLEN OAKS UMC - Glen Oaks UMC는 창립기념 65주년을 맞이합니다. 배
움과 영적 성장을 위해 돌보고 도전하고 후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어린이들을 세워가고 성인들을 격려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을 가진 끊
임없이 배우는 자가 되게 하는 그들의 선교사역에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시
기를.  
CHRIST UNITED NEIGHBORS - Plano에 있는 Christ UMC의 Paige
Christian 목사님은 최근 Christ United Neighbors를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
은 Christ UMC 교인들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구역에 따라 그들의 이웃과 연결
하는 것입니다. 각 구역들은 필요와 관심에 기초해 활동들과 이벤트들을 개최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사용하시
고 또 이 운동에서 배운 것들로 다른 북텍사스연회 교회들이 그들의 선교현장
에 다가가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 회복 - 목회자 수련회가 매년 10월에 있습니다. 올해 수련회는 새롭게
함을 위해 계획 되었습니다. 북텍사스는 교회 성도를 섬기는 것만이 아닌 선교
현장을 섬길, 건강한 UMC 목회자를 필요로 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후원할 길을 찾도록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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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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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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ober -  New Faces in
New Spaces Cohort -  16주
과정의  이  그룹은  새  만남의  공간
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 ,
그리고  어떻게  그  새로운  사람들
을  인식하고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  참
여해  주세요 .  Luke Edwards 목
사님의  책 ,  "Becoming
Church"를  살펴볼  것이고  Luke
목사님이  함께  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  이  그룹에  참여하려면
여기에  등록하세요 .  

October 26, 오후1:30~2:30 -
Mission InSite Training -
Mission InSite가  제시하게  되는
것에  관한  도입  훈련에  줌으로  참
여하세요 .  선교현장을  파악하고
또  사역과  새로운  만남의  공간이
나  새로운  예배를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Mission InSite를  활용하
는지에  대해  배우세요 .  이  훈련에
참여하려면  여기에  등록하세요 .

 December 4(토) ,  오전9시~오
후4시  -  Launch! -  성공적인  사
례자들이  들려주는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별
지침들 ,  그리고  예배의  확대가  교
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  배우러  오세요 .  강의  후
에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하고  새
로운  예배를  시작하는  것에  관해
실제적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  여
기에  등록하세요 .   

위의  과정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
기  원하면  사역  코디네이터 ,
Jessica Vargas에게  문의하세요 .
Vargas@ntcumc.org .  

https://forms.gle/CRZY1FydfgZNu8mV6
https://ntcumc.org/launch-registrati0n%20
mailto:Vargas@ntcumc.org


응답 받은 기도 요청들

 The Orison을 이메일로 받아보기 원하시면 여기에 신청하세요.

      “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2021년 7월 4일, 팬데믹
으로 여러 달 지연되다가 마무리 작업을 마친 후, The Village UMC
는 마침내 새 성전(1121 E. Wintergreen Rd., Desoto)에서 첫번 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새성전으로 인해,
그리고 본 교회와 북텍사스 연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렸던 지속적
인 기도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해방감과 충만함이 넘쳤
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찬양팀이 하
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었고, 힘찬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
려졌으며 파워풀한 설교와 가르침은 우리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담대한 증인이 되고 주님을 위한 대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무장시키
고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 등불이 되려고 전도 나
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
셨습니다.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The Village교회는 지
난 여름 헌혈운동을 주최하고 Grab and Go meal program으로 배
고픈 사람들을 섬기며 이웃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돌
아와 열정적으로 목적있는 삶을 살 때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기쁨
으로 함께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 기뻤습니다. 

The Village UMC가 새로운 지역에 문을 열었습니다.
 

 The Village UMC의 "새로운 일" 
 

 북텍사스연회 교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었던 모든 기도
에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꼭 붙잡으세요. 우리 목사
님, Derek Jacobs가 종종 일깨워주는 것처럼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eam Village

https://ntcumc.org/ori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