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RREN UMC - Warren 연합감리교회가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지난 2월에 있었던 눈폭풍으로 교회건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Dallas Bethlehem Center에서 모이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Warren 연합감리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신년 New Spaces - 2022년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영감을 불
어넣으셔서 새로운 만남의 공간에서 새로운 방법들로 새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북텍사스연회 목회자 - 모든 교단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목회자들이 아주
많은 교인들 그리고 회중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 동역자, 평신도, 그리고 북텍사스연회 목회자의 리더
들이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선교 현장은 강력하고 건강한 목회자들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빈 자리가 느껴지는 가족들: 성탄과 연말에 사랑하는 이들의 부재를 느끼게
될 북텍사스연회 교회 성도들과 선교 현장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Casa Linda UMC - Casa Linda연합감리교회는 수년 전 기존 회중의 인종과 다
른 인구학적 선교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을 시작한 대담한 회중의 본보기였습니다.
지난 20년 이상, Casa Linda는 Latinx 사역에서 리더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들처럼, Casa Linda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기들의 선교현장을 계속
해서 섬기려고 애쓰는 Casa Linda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제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 -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의
약 1/3이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
탄절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교회가
필요하고 또 우리와 우리의 선교 현장에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분열을 뿌리는 사람들 - 많은 통계가 보여주듯이 분열과 적대가 사회의 모든 분야
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계절에 더 큰 통합을
이뤄내게 되기를,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그리고 너무도 분명하게 외로움
과 분노가 꼬여 만들어낸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계절에 평화의 왕을 만나게 되
기를 그리고 더 많은 통합된 교회와 사회가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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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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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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도로의 부르심 

목회적  변천들을  다시  생각하기
 

교회성장  사역국은  첫번째  혁신  재정
지원  이벤트  Spark Tank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아이디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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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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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rk들은  재정  
지원  뿐  아니라  선정된  프로젝트를  
위해  코칭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ntcumc.org/ccd를
확인하시거나  사역  코디네이터

Jessica Vargas에게  문의하세요
Vargas@ntcumc.org .  

mailto:Vargas@ntcumc.org


교회 성장 사역국 국장의 
성탄 수상

 

생애에서 누구나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한 가지 일은 우리들의 출생 환경입니다. 저는
이따금 내가 태어날 (지금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가족, 어떤 역사
적 시기, 그리고 어떤 상황을 선택할지, 어떤 가족과 어떤 상황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인류역사상 단 한 사람만이 출생 환경을 선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분은 예수 그리스
도 안에 성육신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이 태어날, 어떤 상황 속의
어떤 가족을 선택할 권한이 있고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가족을 선택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지 않은 가족, 아이를 밴 여인이 인구조사를 위해 집을 떠나도록 정부에 의
해 등떠�린 가족, 여관집 주인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가축 사이에서 출산하게 된 가족,
그리고 어린 아기와 함께 밤에 국경을 넘고 통치자들을 피해야 했던 가족에 태어나기를 선
택했습니다. 누가, 자신들의 출생의 환경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는데, 이런 환경
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출생 환경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 경험하는 어려운 환경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해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선교현장을
위한 성탄 이야기를 말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알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행복한 대강절과 성탄절 되세요.

Dr. Owen K Ross, Director 

The Orison을 이메일로 받아보기 원하시면 여기에 신청하세요

https://ntcumc.org/ori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