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9 월의 초대
주제: DTS, 제자 훈련
2017 년 9 월 14 일

전 세계의 와웨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Photo credits: YWAM San Diego
YWAM 의 설립자 인 로렌 커닝햄 Loren Cunningham 은 "제자 훈련 학교 (DTS)가 Youth With A
Mission(YWAM, 예수전도단)의 초석이며, 그 기본 구성 요소”라고 말합니다. DTS 는 YWAM 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다양성 가운데 우리를 YWAM 가족으로 묶어주는, 하나되게 하는 부분이지요"라고
DTS 코디네이터 인 엘레나 치오보 Elena Ciobo 는설명합니다. YWAM 의 독특함은 간사와 학생들의
다양성에 있을 뿐 아니라 DTS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65 개국 언어로, 알버타에서 짐바브웨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에서 서핑 등의 (관심)영역에 초점을 맞춰, 1 년 중 어느 때나 DTS 가 있습니다.
이것이 YWAM 의 제자 훈련 모델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 . “
눅 9:23

9 월 한 달 동안 YWAM 의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 The Invitation 과 함께 DTS 프로그램과 제자 훈련
과정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9 월 14 일 목요일, 기도의 날에 당신을 특별히 초대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으시다면, 단 몇 분 동안이라도 현재 DTS 훈련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잘 훈련 받아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시간을 따로 낼 수 있거나, 그룹과 함께 기도하실 경우에는 아래에 나오는 기도를 위한 제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위해 준비하기:
기도하기 전에, 점토 또는 반죽을 사용하여 묵상 과정에 참여합시다. 이 시간의 목적은 DTS 후에도 우리가
빚어지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DTS 를 섬기고, 지지하는 간사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피드백의 시간을 포함, 약 20-30 분 걸리게 될 이
묵상은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선생님 되신 제자 훈련 공동체의 일부이자 함께 배우는 자로 있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려면, 공예품이나 장난감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점토 또는
놀이용 반죽을 구해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점토를 가지고 익숙해 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손에 그 느낌이 익숙해지도록. 점토의
질감, 그 존재 방식 모두가 당신의 손길에 저항하지만, 결국 그 손길에 굴복하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대본을 사용하여 그룹을 이끌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부터 만들어 내신 이야기, 인간의 형태를 나올 곳은 나오도록, 들어갈 곳은

들어가도록 부드럽게 빚어내신 창조 이야기를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몇 분 동안 경험해 보겠습니다. "
[몇 분간 멈춤]

"계속 점토를 만지면서 이 심상을 마음에 계속 떠올리십시오. 점토가 손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목하십시오. 떠오르는 느낌/ 이미지가 있다면 붙드십시오. 점토를 다룰 때 마음에 떠오르는대로
자유롭게 특정 모양을 빚어내도 됩니다. "
[몇 분간 멈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형성하고 형태를 만들어가시는지를 경험하고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저항을 느끼는 곳과 변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잠시 동안 점토를 가지고
작업하면서, 내면에 일어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자기검열 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에 주목하십시오. "
[몇 분간 멈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형성하시는 지에 대해 계속 마음속에서 질문하십시오. 점토 작업을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느낌이 들면, 잠시 쉬면서 자신이 만든 물체를 바라보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이 시간동안,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당신 안에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
묵상 또는 기록을 위한 침묵의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에
대해 짝을 이뤄 몇 분동안 공유한 후, 큰 그룹가운데에서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개인과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을 계속 만지시고 빚어가시기를 성령님께 요청 드리는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크리스틴 발터스 패인트너 Christine Valters Paintner와 벳씨 베컴 Betsey Beckman이 공동저술한
'창조 정신을 깨우기 Awakening the Creative Spirit '에서 가져왔습니다.)

From left to right: DTS Leader; Darlene Cunningham Teaching Belief Tree to a DTS. Photo
Credits: YWAM Vancouver and YWAM Kona

DTS, 제자 훈련을 위해 기도하기:
• 허락하신 다양한 학생들과 간사, 그리고 다양한 DTS 프로그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 DTS 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DTS 학생들이 자신의 거룩한 부르심에 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DTS 학생들 안에 주님의 성품이 자리잡고 강화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학생들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미래에 DTS 를 하게 될 잠재적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DTS 프로그램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YWAM 의 DTS 프로그램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되어 YWAM 의 강점과 미래가 보다 견고해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DTS 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선교도 계속됩니다."

달린 커닝햄 Darlene Cunningham, YWAM 공동설립자

• 다른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자 삼고 훈련시키기 위해 전세계 DTS 리더들과 간사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점점 더 훈련되고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국제 DTS 센터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DTS 를 지속적으로 섬기고, 지원하고, 강화할 때, YWAM 가족
안에서 호의적인 관계를 발견하고 맺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우리가 제공하는 100 개 이상의 DTS 각각 모두가 YWAM 의 비전, 가치 그리고 정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YWAM 내의 제자훈련 과정에 성경적 분별력이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와웨머들이 제자훈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DTS Outreach Phase; Photo credits: YWAM Perth

실천하기:
●

DTS 를 한 적 없는 청년에게 YWAM 의 DTS 웹 사이트 ywam.org/dts 를 알려주십시오.

그 청년에게 DTS 를 하는 것에 도전해보도록 격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당신이 속한 지부/ 베이스의 DTS 기간동안 새로운 DTS 학생을 만나 함께 앉아 그 학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아는 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YWAM 지부/베이스에 연락해 현재 하고 있는, 또는 다음

예정인 DTS 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 주길 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YWAM 국제 DTS 센터에 연락 주십시오.
http://www.ywamdtscentre.com/
●

다른 YWAM 지역에서 하고 있는 DTS 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당신이 있는 곳의

DTS 를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3 가지 발견해 보십시오.
●

다른 지역의 DTS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한 시즌을 보내보십시오.

Left to right: Ready for outreach phase in the Cook Islands, and on outreach from YWAM
Blantyre, Malawi
Photo Credits: YWAM Cooks and YWAM Blantyre
●

facebook.com/youthwithamission 에 기도한 내용에 대해 의견과 사진을 게시하기.

●

twitter.com 으로 가서#praywithywam 를 찾아 기도시간에 대한 내용과 그림 트윗, 게시하기.

●

prayer@ywam.org 로 이메일을 보내 기도한 내용,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알리기.

우리가 기도했던 주제

August 2017 – 가정, 결혼과 독신



페이스북의 The Invitation 기도에 대해 190 명이 반응을 했고, 39 번 공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독신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특히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제들:

2017 년 10 월 12 일 힌두 세계 (The Invitation 의 2 주년 기념호)
2017 년 11 월 9 일 동역하는 교회들 Partner Churches
2017 년 12 월 14 일 평양 Pyongyang

The Invitation 초대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 업데이트를 신청하세요. ywam.org 에 가셔서, 홈페이지에 있는 “Stay Connected (계속
연락하기)” 라고 쓰인 박스를 찾아, 거기에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고 “Sign Up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자신의 언어로 기도 업데이트를 다운 받으세요. ywam.org/theinvitation 으로 가시면 됩니다.
(현재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언어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지 함께 나누는 대화에 참여해주세요. 둘째 주
목요일, facebook.com/youthwithamission 의 게시물에, 또는 Twitter 의 @ywam, 해쉬태그
#praywithywam 에 코멘트를 남겨 주세요.



이제 The Invitation 초대를 팟케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 에피소드를 듣거나
신청하려면 ywampodcast.net/category/shows/prayer 에 가시면 됩니다.



YWAM 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나 말씀이 있다고 느끼시면, prayer@ywam.org
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

, YWAM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