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나사렛 세계 기도주간
2월 26일 - 3월 4일
아시아-태평양 지구 찬양과 기도제목

필리핀/미크로네시아 지역
필리핀
찬양: 필리핀에서 리더십 훈련 전략에 따른 변혁적인 리더십의 시작을 인해.
기도: 민다나오 섬에서 이웃들에게 함께 사역하는 민다나오 동연회와 민다나오 남연회

미크로네시아 연합국가 (FSM)
찬양: 미크로네시아 연합국가에서의 리더십과 교회 개발을 위해 수도인 폰페이에 티모시 김과
리디아 김이 안착했습니다.
기도: 미크로네시아 연합국가의 영적 부흥 및 나라 사람들이 성령에 더 민감하고 이끌라는
도전에 용기있게 반응하게

마리아나 제도
찬양: 수 개월간 담임 목사가 없었던 괌 나사렛 교회에 새 거주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기도: 괌과 사이판에서 진행되는 국제 제자도 및 강화된 평신도 리더십 훈련을 위해

남아시아 지역
캄보디아
찬양: 지난 해 네 곳의 새 마을에서 개척된 교회들로 인해!
기도: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 긍휼 사역, 예배, 복음을 잘 전함을 통해
사도행전 2:42-47을 살아내 많은 영적 요새들에 대해 승리하도록. 강한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찬양: 나라 내에 남아시아 성경 대학의 연장 센터가 한 개에서 여덟 개로 성장한 것에 대해.
기도: 비전 2020을 위해— 즉 2020년까지 200명의 제자(목사)와 200 교회를 위해
태국
찬양: 제자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증가하는
갈망을 위해
기도: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올해의 국가적 애도기간 동안
풍성한 추수를 위해 지도자들이 인내하도록. 우리 교회들 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가된 느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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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랜즈 지역 (Sealands Field) (브루나이, 싱가폴,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찬양: 여러 경로의 리더십 개발을 통해 헌신되고 열정적인 제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기도: 새로 개발되는 지도자들과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동 티모르
찬양: 평신도 및 교역자 지도자들을 양성해 오고 있는 기숙사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 인프라 스트럭쳐와 용량의 개발을 위해.
싱가폴
찬양: 접촉과 용량이 심대하게 증가해 왕국의 성장을 나타냄.
기도: 개교회 교역자들의 부르심과 개발을 위해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찬양: 매우 긍정적인 기록을 나타내며 2017년을 시작한 1월의 연회 총회에서 성령이 임재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이 연회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많은 희망을 갖습니다.
뉴질랜드
찬양: 뉴질랜드에서 새 목사들과 진행되는 교회 개척들로 인해. 교회와 목사들의 수개월간의
금식은 복과 영적 및 수적 진보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사역 지역
홍콩
찬양: 고등학생들과 성경공부를 시작해 강하게 자라고 있는 새로 구성된 마온샨 나사렛 교회를
위해
기도: 수십년 째 새로 안수 받은 목사가 없습니다. 젊은 목사들이 필요합니다!
타이완
찬양: 타이완 연회는 올해 3월에 60주년을 경축합니다.
기도: 수년동안 폐쇄됐던 타이완 나사렛 신학 대학이 새로 시작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몽골
찬양: 세 선교사 부부가—한국에서 두 부부, 미국에서 한 부부—땅을 취득해 사역과 증거팀의
도움과 한국 총회의 후한 드림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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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몽골은 새로운 세계 지역이고 공식 등록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 (Creative Access Areas (CAA))
CAA1
찬양: 최근 안수 받은 5명의 목사들로 인해!
기도: 진행되고 있는 연구 과정 클래스와 안수 받을 목사들을 위해.
CAA3
찬양: 사역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발견하고 있는 몇 명의 젊을 지도자들로 인해
기도: 피스메이커 책의 사용과 적용을 위해, 치유와, 건강, 관계의 성숙을 위해
CAA4
찬양: 전에는 없었던 일로, 지역의 동역자들이 리더십 역할을 수행함.
기도: 외국 조직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억압 정책들.
CAA8
찬양: 하나님께서 비전을 키워 주시고 상황에 맞는 직원들과 방법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도: 훈련 센터에서 사역중인 직원들의 개발과 성장을 위해.
CAA10
기도: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많은 마을에서 가정 교회들을 시작해 다른 많은
사람들과 나누도록 감동받게.
기도: 이 나라에서 재 조직된 교회와 중요 지역들에서 협력하는 일에 지혜를 위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창의적 접근 지역
찬양: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심지어 지금도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요청: 아직 다가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달라고
아직 들어가지 않은 창의적 접근지역
기도: 이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나사렛 정체성과 세계적 연결을 세우기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도: 14 억 명이 사는 지역에 흩어진 떠오르는 지역 지도자들을 위해

멜라네시아/ 남태평야 지역 (피지, 통가 공화국, 파푸아 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아메리칸 사모아)
찬양: 2016년 우리는 70교회와 3천 회원을 보유한 열 일곱 번째 연회를 성공적을 시작했습니다.
기도: 우리의 첫 솔로몬 제도인 연회 감독을 위해.

대한민국 (한국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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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 한국 총회와 일본 연회가 더 나은 관계와 제국주의 시대의 슬픈 역사를 넘기 위한
목적으로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총회는 일본 구마모토에서 지진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기도: 한국 나사렛 국제 선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잠재적 지도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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