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3 월 – The Invitation
주제: 연예계와 예술계, 스포츠계
전 세계의 와웨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루아우(하와이식 잔치) - 사자춤; 아시아의 춤 공연;
사진출처: YWAM 아일랜드 브리즈, YWAM 홍콩.
예술과 엔터테인먼트계는 오랫동안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문화가 있는 곳이
바로 사회가 있는 곳이라 할만큼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는 사람들의 관점을 형성할
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의 세계관을 결정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예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와 같은 영역에 적의 공격이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방송 및 오락 프로그램들은 폭력과 거짓 유희,
이기심을 조장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되심에 대해 거짓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의 계략은 영상과 영화, 음악 그리고 예술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문화를 형성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예술의
산물은 다음 세대의 아이디어와 바람을 구현한다. 이는 오늘의 예술이
내일의 문화 속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크리스천들이 예술 공동체를 저버린다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문화에 전파할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립 그래함 라이큰(Philip Graham Ryken)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역에 있어 거룩한 기준을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세계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전세계와 YWAM 에는 예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의 영역에서 작품활동과 그들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를 세상에 전하려는 예술가로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49 개국 106 개 지역에 기반한 YWAM 사역 및 학교들이 이 영역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예술가와 음악가, 운동선수들을 양성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YWAM 사역자들은 댄서, 영화 제작자, 패션디자이너, 연기자, 요리사, 화가, 길거리
예술가, 음악가, 다양한 운동선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 Invitation 이라 불리는 YWAM 세계 기도의 날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달에는
문화 예술계와 스포츠계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 월
8 일 기도의 날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를 위해 짧은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다면
예술가와 엔터테이너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YWAM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영대회, 사진 출처: YWAM 피칠레무, 칠레.

기도를 준비하며: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상상력을 통해 예술적이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과 함께 기도하신다면 다른 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 주십시오.

사진 출처: YWAM.
잠시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잠잠히 폭포의 아름다움과 물의 힘, 깍아지른
듯한 바위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되, 가장 울림이 있는
질문들에 시간을 더 할애하십시오:
이 흐르는 강한 물줄기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당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요즘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사진 속 어디에 자신이 위치해 있습니까?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뛰어 들기를 두려워 하며 폭포 위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물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생동감과 왕성한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
흐름 속에서 바위에 부딪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 속에 어렵고 혹독했던 때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위와 같이 당신을 만들어
가시던 때가 있었습니까?
—옆으로 비껴서서 물의 힘을 관망한 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폭포 아래 못에서 물의 흐름을 즐기며 안전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과 상황,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아름다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분들이 가장 끌렸던 질문 또는 질문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몇 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한두분 정도 나누어 주십시오.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지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상상력과 깨어난 정신을
통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기억하면서 예술계와 엔터테인먼트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예술가들과 연예인들을 위한 기도:
● 예술가들과 연예인들이 하나님의 성품(경건, 겸손, 섬기는 마음, 진실함)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예술가들과 운동선수들이 스스로를 선교사이자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성령님께서 예술가들을 기술과 기교면에서 능력과 지성, 지식으로 채우시도록
기도합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흘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출애굽기 35:30-34 (개역개정)
• 하나님의 영감과 창조성이 하나님와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예술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한 마음을 품은 더 많은 이들이 예술계를 위해 준비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연예계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강한 기독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이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 있는 YWAM 의 사역과 개인들에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역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춤과 미술, 사진출처: YWAM 레이크사이드 몬타나
Pray for the Work Being Created:
•

YWAM 열방대학의 예술 스포츠 대학(YWAM’s University of the Nations
College of Arts and Sports)을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 YWAM 에 예술과 스포츠를 통해 하나님께서 후일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에

대해 더 깊은 계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YWAM 에 새로운 사역들이
일어나고, 기존의 베이스나 사역들이 이러한 새로운 사역적 접근에 공간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더 많은 YWAMer 가 예술과 스포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히 YWAM 가족에 새롭게 합류하는
예수제자훈련학교의 학생들이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리를 나누고 영향력 있는 이 영역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비전의
언어들에 노출되도록 기도합시다.
•

예술과 스포츠를 위한 YWAM 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들이 더 긴밀해지고
우정을 쌓으며 배움의 공동체이자 협력체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우리의 예술과 스포츠 네트워크가 YWAM 과 기독교계를 넘어 비 YWAM 과

비기독교 네트워크로 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YWAM 이 예술과 스포츠계를 바꾸고 혁신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세대에 어떻게 진리를 가르칠지에 대한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예술과 엔터테인먼트가 경건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적당하고 창의적인 방법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진리를 나타내는 예술 컨텐츠를

위해 기도합시다.
• 기독인 예술가와 연예인들의 작업들이 공교해져서 하나님의 탁월함과

창조성에 대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술을 기독교적인 예술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예레미야와
같이 성경적인 주제를 그리면 되는 것일까? 또는 성상의 머리에 후광을
그리는 것이 기독교 예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걸까? 예술가들의 주제가
종교적이여야만 기독교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 나의 생각은 다르다.
예술마다 각각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예술이 훌륭하다면, 그것이
진실하다면, 또한 그것이 아름답다면, 훌륭함과 진실함과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R. C. 스프롤
영향력을 위한 기도:
•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예술가들에게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미디어의 새로운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영화, TV, 인터넷, 광고, 영상,

음악 등.
• 기독교인들에 의해 창작된 더 많은 예술들의 탁월함이 인식되어 더 많은

관객들을 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원보이스, YWAM Together 2016

행동하기:
● 여러분 중 예술가이시거나 문화예술계에 재능 또는 열정을 갖고 계시다면, 선교

안에서 예술가로써 실질적 발달을 돕는 YWAM 의 세컨드 스쿨을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http://www.uofn.edu/
•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또는 스포츠에 초점을 맞춘 YWAM 의 예수제자훈련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ywam.org 를 방문하셔서 DTS 에 대해 검색해 주십시오.
YWAM 은 이와 관련한 사역에 중점을 둔 여러 DTS 를 전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독인 예술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명확한 관점을 제시할 만한 책을
읽으십시오:
o “예술과 성경(Art and the Bible)” 프랜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o “상상하다(Imagine)” 스티브 터너(Steve Turner)
o “하나님을 위한 예술(Art for God’s Sake)” 필립 그래함 라이큰(Philip

Graham Ryken)
o “보통에 매료되다(Addicted to Mediocrity)” 프랭키 쉐퍼(Franky Schaeffer)
o “예술과 혼(Art & Soul)” 브랜드 & 채플린(Brand & Chaplin)

o “창조적 소명(The Creative Call)” 재니스 엘스하이머(Janice Elsheimer)
● 주변의 예술가/연예인/운동선수를 찾아 격려하고 지지하십시오.
● 특정 예술가/연예인/운동선수를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 cas@uofn.edu 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열방대학의 예술 스포츠 대학의 Dean’s

Corner 를 구독 신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술과 스포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
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아보십시오.
● 이 영역에서 YWAM 이 하고 있는 일들을 확인하십시오:
•

열방대학: 예술 스포츠 대학: http://ywamarts.com/home-27/
o YWAM 스포츠 (새로운 웹사이트 준비중):

http://www.ywaminternational.sports/

● facebook.com/youthwithamission 에 사진을 올리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글을

남겨주십시오.

● twitter.com 을 방문; #praywithywam 를 검색하여 기도 시간에 대해 트윗을

남기거나 사진을 올려주십시오. 인스타그램에도 동일한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praywithywam.
● prayer@ywam.org 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현대무용. 사진출처: YWAM 홍콩 - 툰먼.
이전에 기도했던 주제들:

2018 년 2 월 – 지역사회 개발
● 말라위의 YWAM 블랜타이어는 화요일과 금요일 마다 때에 따라 세계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 YWAM 테구시갈파와 YWAM 마다가스카르 캠퍼스 사역이 기도했습니다.
● 이하 국가들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스웨덴,

미국, 호주, 독일, 케냐, 인도, 온두라스, 나이제리아.
● Create Thailand 은 소망과 변함없는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YWAM

치앙마이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역팀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 YWAM 미니애폴리스는 주간 중보기도 시간을 활용하여 다리를 놓는 일과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고 성장하는 지역사회와 관례된 7 개 영역(seven
spheres)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 캔사스 시티의 국제기도의 집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YWAM 의

매일 기도제목 및 한달 기도제목을 담은 달력을 매달 발간하여 전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월, YWAM 의 기본 정신 1-3 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했습니다.
이후 주제들:
2018 년 4 월 12 일 YWAM 기본정신 4 – 6 (예배와 중보기도를 한다, 비전을 갖는다,
청년들을 지지하고 후원한다)
2018 년 5 월 10 일 난민 업데이트/30 일

The Invitation 을 놓치지 마십시오:

● 기도 업데이트를 신청하세요. ywam.org 로 가셔서 홈페이지에 있는“Stay
Connected(계속 연락하기)” 박스를 찾아,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고 “Sign

Up(신청하기)”를 누르세요.

● 자신의 언어로 된 기도 업데이트를 ywam.org/theinvitation 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현재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를
제공하며, 다른 언어의 번역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지 나누는 대화에
동참해주세요. 둘째 주 목요일 facebook.com/youthwithamission 또는 트위터의
@ywam, 해쉬 태그#praywithywam 로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 팟캐스트를 통해 The Invitation 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를
듣거나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ywampodcast.net/category/shows/prayer 를
방문해주십시오.

● YWAM 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지시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prayer@ywam.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