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11-14a

하나님의 영역 – 그분은 번영하고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발견될 것입니다. 그분은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 – 그 선포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그에게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50만동원에

두개의 교차요소가 있습니다:

• 기도로의 부름
• 말하는 것으로의 부름



기도하기 위해 동원된 50만명

주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

• 모든 성도들을 위해

• 우리의 사명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동원된 50만명

주님의 지시하심을 위해:

•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 지혜와 인도하심을 위해



주님의 나타내심을 위해:

기도 동원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을 찾고 만나십시오.

•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
• 우리가 그분이 무엇을 복주시는지 볼 수

있기 위해
• 우리가 그분의 비전과 계획을 알 수 있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동원된 50만명



이것은 말하기 위한 초대입니다!

토론 동원에 참여하십시오. 설문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나누기 위한 부르심

• 우리 지역에서의 모든 소리들은 중요합니다.
• 우리의 연합된 소리는 우리를 하나되게 할

것입니다.

말하기 위해 동원된 50만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행하고
계시는지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의 비전, 가치, 계획, 
전략 및 자원을 그분의 계획에 일치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50만명 동원의 이유



하나님의 원하심은 나사렛교회에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 우리는 미국/캐나다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새로운 날과 새로운 바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우리는 미국/캐나다 교회의 새로운 성장과 영향을
위한 새로운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50만명 동원의 이유



50만명이 기도하도록 동원하는 방법

50 – 국제총회감독, 자문위원들, 중앙실행위원들, 대학총장들
(01/22)

500 – 총회감독들, 전략적사역준비팀 리더들, 총회임원 목회자들
(02/22)

5,000 – 개교회 목회자들 (03/22)

50,000 – 개교회 제직회들과 사역지도자들 (04/22)

500,000 – 개교회 성도들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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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이 기도한 직후에 우리는 그들이 설문조사를 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 인구통계를 조사해서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 이것은 주로 사지선다 형식과 등급 선택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양적조사입니다.
• 응답자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질적/서사적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 짧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설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기 위한 50만명을 동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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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세우고 기본
메시지를 보냅니다.

국제총회감독과
총회감독들에게

계획을 설명하고, 그
계획내용과

설문조사와 그 피드백
계획을 만듭니다.

이 계획을 인식하게 하고, 
기도그룹초대장들을 만들고, 

설문조사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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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호하심, 지시하심, 계시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미국/캐나다 지역의 50만명 이상의
나사렛인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흥분

• 우리의 소망과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회복과 부흥

50만 동원의 꿈



50만명 동원에 대한 연락처들

스탄 뤼더 박사, 미국/캐나다 지역 디렉터
sreeder@usacanadaregion.org

제프 알렉산더 목사, 미국/캐나다 전략 디렉터
jalexander@usacanadaregio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