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vitation (2019 년 5 월 9 일)
주제: 위구르 종족

전 세계에 계시는 YWAMer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참여합시다.
그분께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Uyghur Women 위구르족 여성들
현재 위기를 맡고 있는 한 거대한 무슬림 종족을 위해 기도하는 YWAM 의 국제 기도의 날에 참여해
주십시오.
위구르족(영어발음: Wee-gur)은 약 1 천 5 백만명 정도입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중국
북서쪽 신장(SHIN-jong)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적은 무리의 위구르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했으며 현재는 몇 백명 정도의 위구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구르인들과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인 갈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진적으로
상황들이 고조되었습니다. 급진 이슬람주의를 제거하겠다는 명목 하에 대략 백 만명 정도의
위구르인들이 “재교육 수용소(re-education camp)”에 수용되었는데 대부분은 무기 수용 되었습니다.
재교육 수용소는 가득 찼고 위구르인들은 그곳에서 공산당 선전을 배웁니다. 일부 수용자들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수용소 밖의 상황도 더 낳을 것은 없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어떤 사업장은 사업주가 “실종”되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소수의 위구르 크리스천 공동체 역시 목표가 되어 대부분의 지도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이제 막 일어나고 있던 작고 연약한 위구르 크리스천 모임들은 존재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구르인들이 약 1,000 년동안 절대적으로 무슬림이었지만 역사적인 고증은 한 때 강한 크리스천
공동체가 위구르족 내에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많은 교회들을 가지고 있었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위구르 크리스천들은 이 순간
하나님께서 위구르 사람들의 운명을 다시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많은
위구르인들이 복음을 믿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기쁜 소식을 증거할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원수가 이런 운명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The Invitation 이라고 부르는 YWAM 국제 기도의 날에 위구르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5 월 9 일, 특별히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에 초대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짧은 시간 밖에
기도하실 수 없다면 위구르족을 향한 탄압이 끝나도록, 많은 위구르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구르인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치유되며 일어나 중앙아시아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위구르족을 위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메일 (prayer@ywam.org)해 주시기
바랍니다.

Xinjiang
기도의 준비:
기도를 시작하기 전, 교실이나 식당에서 테이블 하나를 찾아 담요나 헝겊, 또는 다른 천으로 그 위를
덮으십시오. 천은 테이블의 사방을 덮고 바닥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께서 만드신
‘텐트’ 아래에 담요나 쿠션으로 추가적으로 배치하십시오.
3-4 명으로 한 그룹이 되어 몇 분 동안 어두운 책상 아래 앉아보십시오. 어둠, 불편, 제한을 경험하면서
위구르인들이 강제적으로 집과 가족과 떨어져 극심한 공포 속에 탄압받고 있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천 위구르인들은 오늘도 이처럼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이 경험할
상실, 슬픔, 공포를 연상해 보십시오.

어둠과 강한 필요가 있는 이 공간의 감정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당신의 임재의 빛을 알게 하시려
어둠을 열어주실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 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어두운 죽음은 파하고 흩어진 인생들은 모든 곳에서 회복 될지어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동일화(identifying)하는 이 심령의 자리에 머무르시며 위구르족을 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위구르 어린이들
위구르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수용소의 문이 닫히고 위구르인들을 향한 탄압이 끝나도록 기도합시다.
• 위구르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일어나 중앙아시아와 세계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기도합시다.
•

영향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 21:1, 개정).”

•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
•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마 4:16, 개정)”
수용소에 대한 원수의 계획이 끝나도록 기도합시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

신장성 (Xinjiang Province)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
•
•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합 2:14, 개정)”
신장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시고 원수의 계획이 취소되도록 기도합시다.
신장성의 사람들이 그들이 환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기도합시다.
세계 다른 곳, 중앙아시아, 유럽과 북아메리카 등지에 있는 위구르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

•
•
•

•
•
•
•
•

위구르 교회을 위해, 위구르 크리스천 모임들이 회복되고 강건해지도록 기도합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개정)
용서의 영을 위해, 그리고, 위구르 크리스천들이 능동적으로 용서하도록 기도합시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을 느끼도록 기도합시다. 위구르 신자들이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운동이 위구르족의 상황을 덮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위구르인들을 위한 전략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슥 12:10, 개정)
위구르 신자들이 수용소에서 석방되도록 기도합시다.
위구르인들을 위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위구르인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의 하실 일을 위해 위구르인들을 세우도록 기도합시다.
신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구르인들을 위해 갖고 계신 그의
계획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위구르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죽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위구르인들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바로 이 시간 중국의 위구르인들은 긴급한 기도의 필요 위에 서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계, 위구르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능력으로 움직이실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 미상-

행동하십시오.
• 그분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임하시게 하리만큼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습니다. 위구르인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영향을 확장하십시오:
o 위구르인들을 위한 기도의 필요를 인식하도록 다른 이들에게 나누십시오. (기도 체인, 기도
그룹 등)
o 여러분이 기도하시도록 상기시켜 줄 이 기도 정보(The Invitation)를 어딘가에 붙여
놓으십시오.
o 다른 사람들을 기도에 초대하십시오.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와 하나됨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기도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이 기도 정보를 자유롭게 복사하여 나누십시오.
• 아래의 제안을 사용하여 리서치를 해 보십시오. 리서치 후에 그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통해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물으십시오.
•

•

정보를 주시하십시오: 종종 “위구르 수용소, 위구르 탄압 등등”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거의 매주 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정보는 기도의 활력소가 됩니다.
https://www.uyghurcongress.org/en/?p=38001
위구르 수용소 상황 전반에 대한 BBC 뉴스 보도를 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3DazSCxfUdE&feature=youtu.be

•
•
•

•

•
•

•

•
•

•

비디오를 보고 수용소에 수용됐던 탈출자의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http://time.com/5467628/china-uighur-congress-torture/
The Concerned Scholars 웹사이트의 리서치를 읽어보십시오.
https://concernedscholars.home.blog.
중국 내 종교 자유와 인권에 대한 온라인 잡지를 신청해 보십시오. www.bitterwinter.org 에
가셔서 Xinjiang 이나 Uyghur 를 검색해 보십시오. SNS 를 통하여 더 많은 기사나 영상과 접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구르 민족을 옹호해 주십시오. 위구르인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미국이나 미국령에 계신다면 상원위원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위구르인
학대에 대한 인권문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호소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역에 위구르 식당을 구글에서 찾아보고, 있다면, 그곳을 방문하여 주인과 종업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격려해 주십시오.
라마단 기간 (5/6-6/4) 동안 위구르인들과 다른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무슬림을 위한 30 일
기도에 참여합시다. 기도 책자를 주문하거나 https://www.30daysprayer.com/ 에서 이메일로
신청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와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The Invitation 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십시오: prayer@ywam.org 행정/코디네이터; 사진사/영상 편집자; 리처치 요원; 불어와
인도네시아어 통역이 필요합니다.
페이스북(facebook.com/youthwithamissio)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신 내용이나 사진을 게시해
주십시오.
트위터(twitter.com)에 가셔서 #praywithywam 를 서치하고 여러분의 기도시간과 사진을 게시해
주십시오. 같은 해시태그 #praywithywam 를 활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셨는지 prayer@ywam.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19 년 4 월 – YWAM 기본 가치 #16-18
l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글라데시와 YWAM 방글라데시를 위해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구르 여인
다음 주제들:

2019 년 6 월 13 일 : 중앙 유럽
2019 년 7 월 11 일: 문화 구속

Don’t Miss The Invitation:
l Don’t Miss The Invitation:
l 기도 업데이트를 신청하십시오. ywam.org 홈페이지에서 “Stay Connected” 박스에 여러분의
이메일을 적으신 후 “Sign Up”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l 필요한 언어로 기도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ywam.org/theinvitation 에서 스페인어,
포루투갈어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면 필요한 언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l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시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누십시오.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facebook.com/youthwithamission 이나 트위터 @ywam, 또는 해시태그 #praywithywam 를
통해 소식을 올려주십시오. 인스타그램에서도 같은 해시태그 #praywithywam 으로 사진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l The Invitation 을 팟캐스트로 들어보십시오. Ywampodcast.net/prayer 에서 신청하여
에피소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l YWAM 의 기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인도하심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rayer@ywa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