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나사렛 세계 기도주간
2 월 26 일 - 3 월 4 일
중미 지구 찬양 및 기도제목

v카 리 브 해 지 역 (카리브해의 네델란드어, 프랑스어, 영어 사용 제도)
벨리즈
찬양: 캐나다 연회의 스티브 오트리리 목사가 인도한 2017 년 1 월 25-27 일에 개최된 교회
개척 핵심 훈련에 참가한 50 명 이상의 목사와 지도자들로 인해. 이는 우리의 2020 비전을
위해 일하며 시의적절한 행사였습니다.
기도: 그 50 명 이상이 훈련에서 배운 원리들을 교회와 이웃들에게 적용해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도록.
바베이도스
찬양: 거룩한 사역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젊은 남녀로 인해.
기도: 비전 2020 을 통해 교회들이 증가하도록.
도미니카
찬양: 2017 년 2 월 25 일에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가족 수련회와 더불어 도미니카
연회에서 수련회 사역을 통한 제자도의 번성을 인해.
기도: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나 교회, 연회를 보내 주셔서 우리가 매매로 내어놓은 것을
거둬들여 캠프 수련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메이카
찬양: 수 백명에게 복음이 전해져 어둠에서 많은 해 동안 방황한 후 소위 ‘회복된 안목’에 대해
간증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웃들에게 증인의 사역을 계속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기도: 서 자메이카 연회의 게이머츠펠더 선교 센터에서 진행되는 백내장 수술을 위해. 그
사역을 통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시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문이 계속 열려 있어 의사들이
계속 와 봉사해 이 사역이 육안 뿐만 아니라 영안도 뜨게 하도록.
가이아나
찬양: 예배의 자유를 위해. 가이아나 사람들이 십자가와 성경의 메시지를 수용하도록
기도: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을 목회 사역에 부르셔서 늙어가는 리더십을 돕도록
성 루시아
찬양: 그랜드 리비에라와 그로드 이슬렛 교회들이 사역의 새 영역에서 가난한 가족들에게
다가가며 행한 성공적인 사역을 인해.
기도: 성 루시아의 긍휼 사역을 위해 지난 해 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하도록. 지도자들이
교회의 이 사역을 위해 비전과 열정을 유지하도록.
선 빈센트 및 그레나다인들
찬양: 긍휼사역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과 의류 제공으로 수백명의 성인들에게 다가가고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가간 수백명의 어린이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2017 년에 두 교회를 개척하는 목표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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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나다
찬양: 제네시스 선교 팀의 도움으로 폰테노이 교회가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통해 콘텐트
이웃들에게 사역할 수 있었고 음식 바구니를 제공했습니다.
기도: 이웃들에게 사역을 계속하는 폰테노이 교회와 제네시스 선교팀이 그 지역에 새 교회를
세우도록.
바하마 제도, 터크, 카이코스 제도
찬양: 2016 년 10 월 6 일에 발생한 허리케인 매튜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그랜드
바하마의 두 건물에 대해 많은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미국 미주리 조플린 연회에서 온
사역과 증거 팀으로 인해
기도: 허리케인 매튜의 영향으로 터전을 잃은 수많은 바하마 사람들을 위해.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다음의 교회들을 수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 시도록: 은혜 교회, 소망 교회,
중앙 교회, 메트로폴리탄 교회, 나사렛 힐튼 아웃텐 컨벤션 프리포트, 나소 연회 사무실.

v하 이 티 지 역 (하이티)
찬양: 허리케인 매튜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그랜드 안세 연회가 재난 이후에 회복되고
지난 총회 이후 8 개 교회를 조직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기도: 교회와 나라로서 성장하도록 우리 지도자들과 회원들의 정신 자세의 변화를 위해
v북 중 앙 지 역 (과 테 말 라 , 온 두 라 스 , 엘 살 바 도 르 , 니 카 라 과 )
찬양: 한 교회 개척의 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해 많은 교회들이 조직되었습니다.
기도: 올해 연회 총회들을 인도하기 위해 여행할 관할 중앙감독과 지구와 지역 지도자들을
위해.
v멕 시 코 지 역 (멕시코)
찬양: 모렐로스 틀라야카판에서 개최된 영감 있는 지도자 수련회로 인해. 연회의 현재 및 전임
감독들과 사모들이 멕시코 교회 지도자들의 모든 결혼 생활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카를로스와 로사 샌즈 그리고 이 사역자 그룹을 위해 사역한 제리 포터
박사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기도: 멕시코에서 나사렛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2017 년 5 월에 개최되는 모임을 위해.
연회 감독들과 사역 간사, 교육 대표들, 그리고 참석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중 앙 지 역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쿠바, 푸에르토리코)
찬양: 두개 연회, 120 교회, 820 개 셀 그룹을 갖춘 쿠바 나사렛 교회의 70 년 사역의 경축으로
인해. 그 경축에 설립 선교사의 자녀들과 정부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기도: 쿠바 나사렛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셀 그룹들이 조직교회가 되도록.
v중 미 지 구
나 사 렛 존 재 (Nazarene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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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중미 지구에는 카리브해 지역에 다음과 같은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성 토마스, 성
존, 앙귈라, 몬트릿, 성 킷츠 및 네비스, 브리티쉬 VI, 본 에어, 성 바텔레미, 케이멘 제도. 이
섬들에 나사렛 교회가 없습니다. 이 지역들에 사역을 시작할 기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네 시 스 (GENESIS)
기도: 제네시스 프로젝트(www.mesoamericagenesis.org)를 통한 추수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역에 다문화 사역자들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변혁시켜 주셔서 우리가 변화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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