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11 월 – The Invitation
주제: 동역 교회들
2017 년 11 월 9 일
전 세계의 와웨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방콕 협력 교회를 방문한 YWAM 퀸스타운 DTS 팀: Khlong Toey 교회
사진 출처: YWAM – All Nations 방콕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에 지역 교회를 보내시고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와웨머가 지역 교회와 동역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역 교회들은
우리를 파송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여 훈련, 교회 개척, 구제 사역 등과 그
외 복음과 관련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파송된 이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전 세계를 변화시키십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행전 16:5 (개역개정)
The Invitation 이라고 부르는 YWAM 세계 기도의 날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달에는
11 월 9 일에 우리와 동역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한 동역의 관계를
기뻐하며 동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에 따라 유대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셔야 한다면 동역 교회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그룹으로 기도하시거나 더 긴 시간을 내어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 기도 제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회 아웃리치로 차이(Chai)를 대접하는 모습
Photo Credit: YWAM 브리즈번

기도를 준비하며:
여러분의 연고지 또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에 있는 여러분의 동역 교회의
성도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생각하고, 책임을 지고, 돌봐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룹으로, 칠판
또는 큰 종이에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이 질문에 대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적어보십시오.
다음으로, 목사님이 이러한 책임, 관심사들과 기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 지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정과 필요들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의 리더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실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기도할 것이나 또는 해야 할 일이 생각나셨습니까? 서로 이 생각들을 나누고, 적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십시오.

YWAM 의 목표들은 교회가 앞서나갈 때에 실현되는 진정한 의미의
윈-윈이라 할 수 있습니다.
Mark Nebauer

우리의 동역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YWAM 이 전 세계의 지역 교회와 파송 교회들과 성공적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 여러분의 동역 교회을 대해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 여러분의 동역 교회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구합시다.
● YWAM 과 동역 교회가 하나되고, 그 사이에 건강하고 공평한 동역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와웨머들과 지역 교회 사람들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와웨머들이 교회에 헌신되어

한결같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역 교회와 세계 선교의 건강한 협력은 어둠의 왕국에 커다란 위협이
됩니다.”
린 그린, a YWAM 리더
● YWAM 은 지역 교회의 청소년들이 전도여행을 통해, 또한 성인들이 미션 빌더나

선교에 대해 알리는 프로그램, 가족을 위한 세미나 등을 통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아직 많은 필요들이 채워져야하는 나라들에 교회가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YWAM 베이스와 지부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YWAM 댄 바우먼의 오클랜드 침례교회에서 강의하는 모습
사진 출처: 오클랜드 침례 교회

●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교회들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파송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행동하기:
•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동역 교회를 확인하시고, 각각의 교회를 지도 위에
표시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동역 교회들을 위한 감사의 이벤트를 주최해봅시다.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여 잘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지역 교회들과 목사님 또는 인도자들과의 만남을 계획하여, YWAM 의 필요와 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필요와 꿈에 대해 듣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지역 교회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린 그린
•

지역의 교회들이 다음에 열릴 DTS 에 학생들을 보낼 수 있도록 초청합시다.

•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미래에 동역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 교회들을 확인해 봅시다.

•

간사들과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지역 교회에 출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시다.

•

YWAM 의 경로들을 통해, 그러나 제약을 두지는 않고, 동역의 기회들을 마련해
봅시다:
o 청소년 그룹 전도여행: http://www.missionadventures.net/
o

성인 그룹 전도여행: https://www.missionbuilders.org/

o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http://kkint.net

o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https://www.ywam-fmi.org/
•

여러분의 동역 교회들에서 아웃리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해 봅시다. .

•

동역 교회들에서 Mission Sunday 와 같이 선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행사를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줍시다.

동역 교회, Living Stones Christian Fellowship, YWAM 리치몬드의 장기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사진 출처ㅓ: YWAM 리치몬드

● facebook.com/youthwithamission 에서 사진과 글을 통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나눠주십시오.
● twitter.com 에서; #praywithywam 를 검색해서 기도시간에 대해 트윗하거나 사진을

올려주십시오. 동일한 해쉬태그( #praywithywam) 를 사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올려
주실 수도 있습니다.
● prayer@ywam.org 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기도한 내용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전에 기도했던 주제들

2017 년 10 월 – 힌두권을 위한 기도
•

페이스 북에서 힌두교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힌두교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인도네시아의 YWAM 수라바야는 힌두권을 위해 기도하며 2018 년 1 월에
시작할 DTS 에 학생들과 간사들의 준비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

오세아니아의 YWAM 바누아투는 기도하며 DTS 배경을 가진 교사들이
지역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주제들:
2017 년 12 월 14 일 평양

2018 테마: YWAM 기본 정신 (다른 주제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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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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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