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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간 글로벌기도 주간테마 
Week Focus Link(s)/Info 

주간 기도포커스 (링크/상세정보) 

9  the Jews, Israel & One New Man  

유대인, 이스라엘, 한 새 사람 

Pray Messianic believers are filled with God’s will, wisdom 

and understanding to live lives worthy of Him and to bear 

fruit in every good work. Colossians 2:6-7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여 

그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또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시다. (골 2:6-7) 

Feb 26-Mar 4, 
2021  

2/26 – 3/4 

Unreached of the Day (Unique each day)  

오늘의 미전도종족 (매일 다름) 

https://unreachedoftheday.org/ 

 Global City: Guangzhou, China 

글로벌 도시: 광저우( 중국) 

Formerly Canton, Guangzho, located on the Pearl River, is known 
as China’s leading manufacturing and trading port. Its sculptures 
and potteries are famous for their intricate work in jade and olive 

wood, naturally found here. Pray every people and place lead 
China into a new season of faith in Jesus so that Guangzho 
becomes a center for the gospel going to all. 

주강을 따라 위치한 광저우는 중국의 주요 제조 및 무역 항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저우에서 나는 옥과 올리브 재목으로 

정교하게 만든 조각작품과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중국의 모든 

지역과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믿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합시다. 광저우가 복음이 전파되는 중심지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Persecuted Church in Iran 

이란의 박해받는 교회 

https://www.opendoorsusa.org/christian-persecution/world 

watch-list/iran/ 

 Pray for Zero - The Seed Company  

Pray for Zero – 시드 컴퍼니 

https://www.prayforzero.com/download/ 



10  the Jews, Israel & One New Man 

유대인, 이스라엘, 한 새 사람 

Pray for protection for believers in Israel and that those 

around them would be drawn to Yeshua because of their 

love for Him and one another. John 17:11, 23 

이스라엘에 있는 믿는 자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요 17:11, 23) 

Mar 5-11, 2021 
3/5-3/11  

Unreached of the Day (Unique each day)  

오늘의 미전도종족 (매일 다름) 

https://unreachedoftheday.org/ 

 Global City: Harbin, China 

글로벌 도시: 하얼빈 (중국) 

Pray that movements based on the Word of God flourish 
throughout Harbin and beyond, and His Kingdom would come 

and His will be done in every people and place. (Heb. 4:12)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삼은 운동들이 하얼빈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확장되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히 4:12) 

 Persecuted Church in India 

인도의 박해받는 교회 

https://www.opendoorsusa.org/christian-persecution/world 
watch-list/india/ 

 Pray for Zero - The Seed Company  

Pray for Zero – 시드 컴퍼니 

https://www.prayforzero.com/download/ 

11  the Jews, Israel & One New Man  

유대인, 이스라엘, 한 새 사람 

Pray for the youth and the elderly to be comforted. Isaiah 

40:1 

젊은 세대와 어른세대의 위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 40:1) 

Mar 12-18, 

2021 

3/12-3/18 

Jan 15-21, 2021 Unreached of the Day (Unique each day)  

오늘의 미전도종족 (매일 다름) 

https://unreachedoftheday.org/ 

 Global City: Qingdao, China 

글로벌 도시: 칭다오 (중국) 

Pray the Spirit empowers and enables laborers to boldly BE His 

witnesses in and out of season, abundantly sowing Gospel seeks 
in every people and place. (2 Cor. 9:6) 

주님의 일꾼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지역마다 복음의 씨앗을 

풍성하게 뿌리도록 기도합시다. (고후 9:6) 

 Persecuted Church in Syria 

시리아의 박해받는 교회 

https://www.opendoorsusa.org/christian-persecution/world 

watch-list/syria/ 

 Pray for Zero - The Seek Company 

Pray for Zero – 시드 컴퍼니 

https://www.prayforzero.com/download/ 

 

12  the Jews, Israel & One New Man  

유대인, 이스라엘, 한 새 사람 

Pray the young and the old know the LORD desires to 

give them hope and a future, not evil. Jeremiah 29:11 



젊은세대, 어른세대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을 알도록 기도합시다. 

(렘 29:11) 

Mar 19-25, 

2021 

3/19-3/25 

Jan 22-28, 2021 Unreached of the Day (Unique each day) 

오늘의 미전도종족 (매일 다름) 

https://unreachedoftheday.org/ 

 Global City: Shanghai, China 

글로벌 도시: 상하이 (중국) 

Pray for power to intentionally gather households to seek God 
in the Word together. (Matt 18:20) 

가정마다 힘써 모여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합시다. (마 18:20) 

 Persecuted Church in Nigeria 

나이지리아의 박해받는 교회 

https://www.opendoorsusa.org/christian-persecution/world 
watch-list/nigeria/ 

 Pray for Zero - The Seed Company  

Pray for Zero – 시드 컴퍼니 

https://www.prayforzero.com/download/ 

 

13 the Jews, Israel & One New Man  

유대인, 이스라엘, 한 새 사람 

Pray for the people and nations to take this Scripture to 

heart and bless Israel, thus receiving a blessing and not a 

curse. Genesis 12:3 

민족과 열방이 창세기 12 장 3 절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그래서 모두가 저주가 아닌 복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Mar 25-Apr 1, 

2021 

3/25-4/1 

Jan 22-28, 2021 Unreached of the Day (Unique each day) 

오늘의 미전도종족 (매일 다름) 

https://unreachedoftheday.org/ 

 Global City: Shenyang, China 

글로벌 도시: 선양 (중국) 

Pray every believer is a minister, equipped by the fivefold 
ministers to be fruitful disciplemakers. (Ephesian 4:11-12) 

믿는 자마다 사역자가 되고 오중사역을 통해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양육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엡 4:11-12) 

 Persecuted Church in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의 박해받는 교회 

https://www.opendoorsusa.org/christian-persecution/world-

watch-list/saudi-arabia/ 

 Pray for Zero - The Seed Company  

Pray for Zero – 시드 컴퍼니 

https://www.prayforzero.com/down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