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무엇을, 언제, 왜 50만을 동원하나요 
 
누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50만 명의 나사렛교회 모두가 함께 

모여 우리 교회의 소망과 미래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예레미야 29:11) 
 

무엇을: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우리 교단과 개교회의 미래를 위한 기도로의 부르심과, 말씀하심의 

부르심을 구합니다. 우리 사역에 대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계시하심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사렛교회의 부흥과 부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성결의 메세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말씀하심의 부르심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과 조사를 하기 위한 기도 설문조사입니다 
 
언제: 1월에 시작하여 5월 1일 일요일까지는 매달 지정된 기도일에 아침 예배에 모여 전체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1월 11일 은 50명의 지구 지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2월 1일 모든 지역의 50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3월 1일 5000명의 개교회 담임목사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4월 이사회 모임 50000명의 개교회 이사회와 전도사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5월 1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나사렛교회 전체가 50만 명이 함께 기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오순절(6월 5일)까지 매일 기도회를 통해 오순절 기도일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기도 

일지는 온라인과 인쇄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기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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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구로서 연합을 경험하고 기도회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서로 나누며 우리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조사 
 
콜투 스픽은(The Call to Speak) 기도의 응답이며 설문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혹은 여러번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기도일부터 

혹은 주님께서 당신을 기도로 부르시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짧으며 5분안에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하실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이 있으며 사역의 초점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폐쇠형 질문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