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목사님들과 교회지도자분들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평강의 말씀으로 인사하셨습니다. 그
때는, 제자들이 알 수 없는 미래로 발걸음을 떼는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바이러스 시즌을 헤쳐나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또한 부활절에서 오순절로 가는 길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그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들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우리 개인과 교회의
삶 속에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묵상 속에서, 우리는 불안한 시대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게 되며,
앞으로의 날들 속에 이루어질 사역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됩니다.
나사렛교회의 글로벌 네트웤은, 우리가 수많은 개교회들을 통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지역사회 속에, 계속하여 희망의 소식들을
전하시는 방식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기간 동안, 세계 나사렛교회의
사역부처들은 여러분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기간에 사용될 교육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14 일 묵상시리즈 “그 한복판에 있는 희망”이 만들어져, 지금 사용가능합니다. 이번주
초에, 주일학교교재출판사 파운드리는 주일학교 교육국과 파트너쉽을 가질 것입니다. 스캇
레이니 박사 (Dr. Scott Rainey)는 주일학교 교재 Faith Connections 를 가지고,
주일학교/기독교교육이 필요한 교회들을 위해, 비디오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자료들과
해당링크들은 인터넷 Foundry Leader 페이지(무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Foundry
Publishing 은 원격학습 및 디지털 다운로드를 통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국제선교회 (NMI)는 교회들과 연회들을 연결하고 선교자원들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연회들이, 디지털 데퓨테이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직접 연결하는 탁월한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저희들은,
교회들이 줌이나 다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현지 선교사님들이 교회들에 말씀전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를, 그래서 교회들이 선교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사렛국제선교회는, 이 코로나바이러스 기간동안, 특별기도강조를 위해 세계중앙감독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기도제목들이 기도동원라인을 통해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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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제목들을 받지 못하시고 계시다면, 최근 기도제목들을 recent
edition 을 클릭해서 보시고, subscribe 구독신청을 클릭하셔서 매주 최신기도제목들을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청년연합회 (NYI)는 이 코로나바이러스기간동안, 최근의 사역전략과 계획들에 집중하면서,
위기 속에 있는 청년들의 필요들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들(regions)과의 협력, 그리고 전도, 제자훈련, 지도력개발 사역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40 만명 이상의 젊은 나사렛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나사렛청년연합회 지도부
leadership team 는 지구 리더들과 연결하여, 그 필요들을 지원할 참여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청소년리더들과의 인스타그램의 대화들 Instagram conversations 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세계교육 및 목회자개발국 (GECD)은 새로운 국장, 클라우스 아놀드 박사 (Dr. Kalus Arnold)를
환영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결과로, 올해 미국/캐나다 PALCONs 모든 사역들이, 다른 세계
지구들의 여러 행사들과 함께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팀은 나사렛교육국과 협력하여,
지난주만해도 300 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참여했던 온라인 모임(webinars)을 통해, 목회적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자들이 기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기도실도
마련되었습니다. GECD 는 모든 지구 교육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교단의 많은 신학교들과
대학들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고, 유지 존속을 위한 장기 계획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들께 아주 많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저희는, 교회들 주변에 있는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교회들이 긍정적으로 개발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희망의 이야기들을 말해주세요 tell us your stories of hope”라는 링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이나 질문들 f 도 환영합니다. 저희 모두는 이 어려움 속에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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