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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맨드릭 캐나다 위니펙에서 태어나 자라고 그곳에서 수학한 제이슨 맨드릭은 프로비던스 신학교에서 Global Christian 
Studies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영국에 거주하면서 패트릭 존스톤이 시작한 「세계기도정보」를 맡아 작업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기도, 세상을 바꾸는 책!
힘 있고 의미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로 열방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세계기도정보」가 바로 당신
에게 필요한 책이다. 전 세계에서 이 책으로 기도하는 수백 만 명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라. 이 책은 그들이 더 세계를 위해 더 구체
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격려하며, 뜨거운 갈망을 심어준다.
뉴스를 보거나 대화를 하다가 특정한 나라가 언급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이 책을 펼치라! 마음과 뜻을 다해 세계를 위한 기도에 동참하라. 철저하게 조사하여 더 정확한 최근 
정보를 담은 이 책이 그 기도를 도울 것이다. 이 책은 누구나 아는 큰 나라에서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작은 부족에 이르기까
지 전 세계의 종족과 언어, 종교, 교단, 영적 흐름, 기도 제목과 관련하여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간결하게 담고 있다.
전 세계의 복음 전도 지도자, 학자, 작가, 목회자, 평신도가 기도할 때 이 책을 참조한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사실과 수치, 
설명은 각 분야의 세계적·지역적 전문가를 통해 거듭 검토된 내용이다. 제이슨 맨드릭과 「세계기도정보」 연구조사팀은 세계 
각국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
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책이다.

「세계기도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_ 시의적절한 기도 제목과 구체적인 기도 응답
_ 복음주의에 초점을 맞춘 최근 교회 성장 정보
_ 인구, 종족 집단, 언어에 관한 통계치
_ 세계의 종교 비율과 인구 추이를 알 수 있는 도표와 지도
_ 경제, 정치, 사회의 주요 흐름

「세계기도정보」 2011년판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_ 구체적인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돕는 큰 판형
_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4권으로 분권
_ 세계 인구와 종교, 기독교 인구 비율 현황, 각국 정치, 경제, 사회, 종족 등 최근 정보를 제시
_ 시의성 있는 새로운 정보 제공할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 되어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다.” _윌리엄 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