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 주위에서, 24 시간 쉬지 않는, 기도로 충만한 열방 예배

2022 년 9 월
글로벌 패밀리 24-7 기도
주별 기도테마
주간 집중 링크 / 정보

36 주차

교회 공동체의 외부자-내부자 파트너십 개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2022 년
9 월 2-8 일

대부분의 운동은 교회 공동체 내부 및 외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

촉매 사이에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사도행전 11:25-26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팀들이 계속 만들어
지도록 기도합시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한 새 사람을 위한 기도:

미전도종족 기도 포커스:
*민족 그룹은 '제자 열쇠 기도가이드'와
'오늘의 미전도종족'에서 발췌했습니다

1.

메시아닉 공동체가 교회들을 향해 정렬되도록

2.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과 재건을 위해

https://www.disciplekeys.world/pray/week-04/ (화-금)
https://unreachedoftheday.org/ (토-월)
금 – 수단의 푼고르 족(이슬람교)
토 - 몽고의 칼카 몽골 족
일 – 몬테니그로의 발칸 이집트인
월 – 이집트의 이마지겐 베르베르 족
화 – 수단의 페자라 족(이슬람교)
수 – 중국의 우툰 족(불교)
목 – 인도의 라즈푸트 폰와 족(힌두교)

글로벌 도시 기도포커스 (1):

1.

누악쇼트-모리타니아(Nouakchott)

누악쇼트의 7 개 언어 종족들마다 50 개의 지하교회가
세워지는 배가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2.

성경이 Hassaniyya 어와 Jola-Fonyi 어로 번역되도록
기도해주세요.

3.

기독교인들이 가정 생활과 결혼 생활속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견고히 서도록 기도해주세요.

4.

이 도시의 경제적 어려움과 어린이들을 위한 식량자원
분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글로벌 도시 기도포커스 (2):

5.

이슬람의 압박에 대한 교회의 돌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이 도시에서 통용되는 12 개 언어권에 각각 50 개의

모로코의 라밧 (Rabat)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교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2.

Hassaniya 어 신약성경 번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3.

모든 육체마다 성령의 강력한 나타나심이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죄에 대한 확신, 구세주와 주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라밧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4.

성도들이 박해가운데서도 담대한 증인으로 견고히
서도록 기도해주세요.

5.

이 도시를 덮은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영적돌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37 주차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022 년
9 월 9-15 일

모든 제자와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점점 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요한복음
15:26-27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를 의지하는
자리에서 주를 섬기도록 기도해주세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한 새 사람을 위한 기도:

1.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영적 죽은 상태인
유대 민족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시도록
기도해주세요(에스겔 37:9-10)

2.
미전도종족 기도 포커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영혼 추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https://www.disciplekeys.world/pray/week-06/ (화-금)
https://unreachedoftheday.org/ (토-월))

*민족 그룹은 '제자 열쇠 기도가이드'와
'오늘의 미전도종족'에서 발췌했습니다

금– 중국의 소그보 아릭 종족(불교전통)
토 – 미얀마의 타이 만 종족
일 – 인도의 시킴 보티아 종족
월 – 네팔의 체트리 종족

화 – 호주의 싱할라 종족(불교전통)
수 – 인도의 라지푸트 셍가르 족
목 – 수단의 가알린 종족(이슬람권)

글로벌 도시 기도포커스 (1):
튀니지-튀니스(Tunis)

1.

튀니스의 11 개 언어 종족들 안에 가정교회가
세워지도록 50 명의 사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

신약이 튀니지 방언 아랍어와 Nafusi 어로 번역되도록
기도해주세요.

3.

집으로 초대하여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가정들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십시오.

4.

정부가 평화와 번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글로벌 도시 기도포커스 (2):
아랍에미리트-두바이(Dubai)

5.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기도해주세요.

1.

추수의 주인께서 두바이의 24 개 언어 종족들마다
사역자들을 보내시도록 기도해주세요.

2.

토착 아랍어, 오만어, 벵골어로 신약성경이 번역되도록
기도해주세요.

3.

이 도시가 중동 전역의 다른 도시들의 모델이 되는 247 기도의 국제베이스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4.

두바이에 사는 수백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그리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도록

5.

두바이의 부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쓰임 받도록
강력한 부의 분배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세요.

38 주차

실수를 통해 배우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2022 년
9 월 16-22 일

모든 사역적 활동은 도전, 실수 및 문제들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지도자들이 그들의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3-14

실수를 솔직하게 공유하여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만족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전진하도록
간구해주세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한 새 사람을 위한 기도:

1.

열방이 이스라엘과 연결되도록.

2.

열방 교회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믿는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 되는 재연결의 원리를 깨닫고
그들과 연결되도록.

미전도종족 기도 포커스:

*민족 그룹은 '제자 열쇠 기도가이드'와
'오늘의 미전도종족'에서 발췌했습니다

https://www.disciplekeys.world/pray/week-03/ (화-금)
https://unreachedoftheday.org/ (토-월)
금 – 인도의 텔리 종족(힌두전통)
토 - 인도의 카친 종족
일 – 니제르의 자르마 종족
월 – 니제르의 풀라니 우다베 종족
화 – 인도의 탐볼리 종족(힌두전통)
수 – 수단의 가와마 종족(이슬람교)
목 – 라오스의 타이 캉 종족(불교전통)

글로벌 도시 기도포커스 (1):

1.

번영하고 아름다웠던 이 도시에 가득한 납치, 폭력, 절도,
부패, 뇌물 및 마약 밀매의 악에 대하여 성령의 강력한

이라크-바스라(Basra)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앗수르 신아람어, 만다어, 아랍 메소포타미아어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며, 바스라에 살고 있는 11 개
종족들에게 복음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3.

바스라의 모든 지역, 모든 이웃과 종족들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활기에 넘치도록 기도해주세요.

4.

성령께서 이 땅에 어둠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가두는
견고한 요새와 거짓들을 찢으시고, 선포된 복음으로
나오는 길을 예비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5.

바스라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스라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글로벌 도시 기도포커스 (2):
이라크-모술(Mosul)

1.

주께서 모술에 사는 약 200 만 명에게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2.

모술에 살고 있는 14 개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모든 민족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도시 전역에 가정교회가 급속하게 확장되어 성도들이
공동체와 성경 교육을 위해 모일 장소가 주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4.

성도들이 이웃, 가족, 친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5.

모슬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급속하게 확장되도록 기도하십시오.

39 주차

교회가 주안에서 한가족임을 이해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
로마서 12:10

2022 년
9 월 23-29 일
9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체로서의 강력한 관계성과
충성됨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주세요. 교회가

가족으로서 함께 일하고, 서로를 돌보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도록
기도해주세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한 새 사람을 위한 기도:

1.

이스라엘 안에 이슬람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결박이
풀어지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주세요.

2.

타종교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고 믿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주세요.

미전도종족 기도 포커스:

*민족 그룹은 '제자 열쇠 기도가이드'와
'오늘의 미전도종족'에서 발췌했습니다

https://www.disciplekeys.world/pray/week-04/ (화-금)
https://unreachedoftheday.org/ (토-월)
금 – 수단의 구하이나 종족(이슬람교)
토 – 오만의 오만 아랍인(이슬람교)
일 – 파키스탄의 아완 종족
월 – 파키스탄의 쿰하르 종족(이슬람교)
화 – 수단의 기마 종족(이슬람교)
수 – 라오스의 타이 루 종족(불교전통)
목 – 인도의 타깔 종족

글로벌 도시 기도포커스 (1):
요르단-암만(Amman)

1.

암만의 사회 각 계층과 모든 종족을 위한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2.

이 땅에 역사하는 가정 폭력과 여성과 아동 학대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3.

Kabardian 아랍어와 Hijazi 아랍어로 성경이 번역되도록
기도해주세요.

4.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요르단에 사는 100 만
난민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각인을
만나주시고 교회를 통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5.

모든 육체에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계시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글로벌 도시 기도포커스 (2):

1.

다마스커스 34 개 언어 종족 가운데 수백 개의 가정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비전이 시리아 교회에

시리아-다마스커스(Damascus)

주어지도록, 리더십들의 영적돌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2.

Amdang 어로 신약성경이 번역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이 도시에 24/7 기도가 세워지고 주께서 주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여시사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

더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 파송되도록,
교회 지도자 양성코스가 개발되도록 기도해주세요.

5.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40 주차

‘뜨거운 석탄’을 배포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022 년

복음전파를 위해 제자들이 자신들과

9 월 30 일-

연관성이 없는 미전도 종족이나 어떤 종류의

10 월 6 일

연결(예: 가족 유대, 가까운 문화권)이 있는

하시니라” — 사도행전 1:8

곳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석탄" 전략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한 새 사람을 위한 기도:

1.

이스라엘의 지역교회들과 기도의 집들이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기도해주세요.

2.

모든 믿는 자들이 각 지역안에서 하프&볼 기도에
헌신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미전도종족 기도 포커스:

*민족 그룹은 '제자 열쇠 기도가이드'와
'오늘의 미전도종족'에서 발췌했습니다

https://www.disciplekeys.world/pray/week-04/ (화-금)
https://unreachedoftheday.org/ (토-월)
금 – 중국의 테부 종족(불교전통)
토 – 인도의 캄티 종족
일 – 페루의 파호날 아쉔잉카 종족
월 – 필리핀의 마긴다나오 종족
화 – 중국의 위구르 엔겔 종족
수 – 인도의 바다르 종족(힌두전통)
목 –이란의 남부 쿠르드 종족(이슬람교)

글로벌 도시 기도포커스 (1):

1.

튀르키예-앙카라(Ankara)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에 사는 550 만 시민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회의 복음전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2.

예수 영화가 Balkan Gagauz 터키어, Laz 어 및 터키어
수화로 번역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앙카라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강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수백만 명이 일어나 예수를
주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

이 도시의 모든 교회를 휩쓰는 강력한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세요..

5.

앙카라에 하나님의 왕국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앙카라에서 사용되는 40 개 이상의 모든
종족들 가운데 전도, 제자 삼는 일, 교회 개척이
증가하도록 기도해주세요.

글로벌 도시 기도포커스 (2):

1.

튀르키예-디야르바크르(Diyarbakir)

디야르바크르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이 땅에서
사용되는 5 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예수 영화가 Zaza 어와 Zazaki 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터키의 환대문화를 통해 복음전도자들이 방문하는
가정들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십시오.

4.

모든 육체에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5.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확신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계시되도록
기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