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에 더 이상 새로운 교회가 아닌 교회 개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주 전역에서 우리와 같은 교회의 협동 선교 헌금은 2002 년 데이 3 교회 
(Day3 Church)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허드슨에 린 퍼슨스 목사와 동료 대릴 트리플렛, 그리고 약 40 
여명의 해리스 채플 침례 교회 성도들은 그렌잇 펄스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 총회의 교회 개척 팀은 처음 2 년간 훈련과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페인트 자국이 여기저기에 있는 오래된 페인트 공장에서 
완만하게 시작한 후, 그들은 금속 건물에서 만나기 위해 옮겼습니다.

오늘 데이3교회는 그레잇 펄스 주 고속도로 321번 근처에 자체 교회 건물을 
소유했습니다. 참석률은 평균 300-350명이며 우리 주 평균보다 높습니다. 데이 
3 교회는 근처에 있는 두 곳의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접촉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제 린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고자하는 그룹들과 상의합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가 시작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파트너쉽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린, 대릴  및 데이 3 교회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과 같은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님께 감사 드리고 더 많은 것을 간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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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교회가 협동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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