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만 동원
자주 듣는 질문들
업데이트: 2022 년 2 월 17 일

일반 정보
주요 날짜/그룹
년 1 월 11 일, 화요일 – 50 명의 기도
중앙감독들, 중앙위원회, 대학/NBC/NTS 총장들, 총회감독, 자문위원회, GMC 지도자들
년 2 월 1 일, 화요일 – 500 명의 기도
총회감독들, 총회 자문 위원회, 연회 지도자(총회사무 직원, NMI, NYI, SDMI), 다문회 전략 준비
팀(SRT), 대형 교회 목회자들(COK), GMC 팀
년 3 월 1 일, 화요일
교회 목회자들
년 4 월 이사회 모임
교회 목회자들, 개교회 이사회들, 직원, 전도사들
년 5 월 1 일, 일요일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용가능한 자료들
비디오들
기도로의 부르심/말씀하심의 부르심
기도 인도(중앙감독들과 기도인도자들의 인도)
스탠 리더박사의 메세지
기도 안내서
기도의 날 안내서
기도 용사 준비 안내서
기도 저널(5 월 1 일-오순절 6 월 5 일)
오순절 기도일지(인쇄판 및 온라인 버전)
기도 저널 모바일 앱
기도일지, 알림, 메도 등
기도 설문 (5 월 1 일- 오순절 6 월 5 일)
설교집, 파워포인트 템플릿, 비디오
홀리네스 투데이 기도 간행물(3 월/4 월 출판)
기도에 관한 다양한 기사와 기도일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장소
웹사이트
www.usacanadaregion.org
쇼셜 미디어
www.instagram.com/usacanadaregion
www.facebook.com/usacanadaregion

이메일
sreeder@usacanadaregion.org
jalexander@usacanadaregion.org

질문과 답변들
질문 – 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답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문화의
분열과 나사렛 사역의 쇠퇴는 반드시 줄어들어야 하며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한
지구로 연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그를 찾으면 만나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예레미야 29:13)
50만 동원의 꿈은 우리가 지구로서 연합되는 것을 경함하는 것이며 성령님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 듣고 각자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누며 우리의 소망과 미래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질문 – 실제로 만나서 그룹 기도회를 하나요 혹은 개인으로 기도하나요?
답변 – 어느쪽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대면으로 만나시거나 온라인으로 함께 형제 자매들과
모이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자유롭게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결정입니다.
질문 – “말씀으로서의 부르심” 부분은 무엇입니까?
답변 – 이것은 모든 사람이 기도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응답을 수집하는 온라인 기도 응답/설문 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6 월까지
열리며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번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 우리가 기도할 때에 따라야 할 기도 안내서가 있습니까?
답변 – 예. 우리는 현재 웹사이트에 4 월까지 매월 업데이트되는 기도 용사 준비 안내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행사 전반에 걸쳐서 공유하실 수 있으시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날과
4 월과 5 월에 개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날에는 기도 안내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질문 – 4 월 기도의 날을 위해 무엇을 권장하나요?
답변 – 4 월 이사회, 직원 및 사역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할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사렛
교회와 개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지도자 팀을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각 교회는 3 월 초에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받을 것입니다. 리소스에는 리더 박사의 짧은 비디오 메세지와 기도 가이드 및
기타 유용한 정보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질문 – 5 월 기도의 날을 위해 무엇을 권장하나요?
답변 – 5 월 1 일 주일 예배에 시간을 내어 온 교회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캐나다에
있는 우리 교단 전체를 기도로 연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각 교회는 3 월 초에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받을 것입니다. 리소스에는 리더 박사의 짧은 비디오 메세지, 기도 안내서, 설교 시리즈, 어린이 사역
자료, 기도 일지 및 기타 유용한 정보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질문 – 기도 일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오순절 기도 저널은 5 월 1 일에 시작하여 6 월 5 일 오순절에 끝나는 36 개의 일일 묵상
시리즈입니다. 모든 목사님은 3 월/4 월 홀리네스 투데이 간행물과 함께 하나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2 월 말에 나올 것이며 기도 일지는 우리 웹사이트에서 디지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 기도일지를 추가로 인쇄할 수 있습니까?
www.thefoundrypublishing.com/prayerjournal

답변 – 예. 비용은 홀리네스 투데이 간행물과 기도 일지를 포함하여 10 부 묶음에 10 달러 입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 충분히 주문하시기 바라며 아래는 주문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www.thefoundrypublishing.com/prayerjournal
질문 – 교회 모임과 예배에서 비디오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예. 이 비디오는 모두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청중에게 맞게 조정했지만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과 회중에게 보내는 특정 메세지는 3 월 초에 이메일과 함께
보내질 것입니다.
질문 – 위에서 언급한 모바일 앱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이 모바일 앱은 Apple 및 Google 앱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는 알림, 메모 및 기타
기능이 포함된 오순절 기도 일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출시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기도회에 수반되는 설교자료가 있습니까?
답변 – 예. 3 월부터 설교 원고와 보조 그래픽이 개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링크는 당사
웹사이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이 약어의 의미는?
답변

– 전략 준비팀
이들은 지구 전역의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 선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는 다문화
팀입니다
COK:천명의 교회
These are our largest churches across the region with 1,000 or more people
천명의 교회는 이 지역에서 1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DSAC: 총회 감독 자문 위원회
각 교육분야의 감독 1 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그들의 문화 내에서 선교를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룹입니다
GMC:지구촌 사역 센터
켄사스, 레넥사에 있는 교단 본부입니다
SDMI:국제 주일학교 제자사역부
나사렛 국제 제자화 사역으로 아이들부터 청년 그리고 성년에 이르기까지를 말합니다
NMI:나사렛 국제 선교회
나사렛의 국제 선교사역을 말합니다
NYI:국제 청년연합회
나사렛의 청년 사역을 초점으로 둔 것을 말합니다
NBC:나사렛 성경대학
나사렛 성결회의 사역 준비를 위한 온라인 성경 대학을 말합니다

NTS:나사렛 신학 대학원
대학원 과정으로 나사렛 성결회의 사역들과 기독교 신학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