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7 월 11 일– The Invitation
주제: 중부유럽
전세계에 계신 YWAMer 들이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합시다! 그분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레스보스에서 가장 큰 도시 미털리니(Mytilene);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Herzegovina)의 믿음과 갈등의 여정; 불가리아 샌단스키(Sandanski)의 한 교회
(사진제공: 미카 스테일리, YWAM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계의 한 지역을 위해 YWAM 으로써 이번 한달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지역은 서로 전쟁이 있었거나 오랜 동안 서로를 압제해 온 많은 나라들이
있는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카톨릭과 이슬람, 정교회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중부 유럽과
이 지역의 YWAM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YWAM 중부 유럽은 16 개의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키아, 그리스, 헝가리,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으로 약 1 억 3 천만명 이상의 인구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약 250 명의 전임 YWAM 사역자들이 이곳에 상주하여 사역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정도가 루마니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 사이에는 많은 분열과 분단이 있습니다. “발케인즈(balkainse)”라는 말은 중부
유럽국가들이 발견된 발칸 반도에서 유래한 단어로 그 의미는 ‘서로 적대적인 나라 또는 그룹을
나누다(지역이나 몸을)’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YWAM 중부유럽의 가장 큰 사명은 이런
분열의 성향들 대신 화해를, 그리고 나라들과 접경국가들이 연합하여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부 유럽의 문제들은 중부유럽에 만연되어 있는 종전 공산주의적 사고방식, 보다 나은
경제적인 상황을 동경하여 이주한 젊은이들에 의한 인신매매, 유럽연합의 부요한 국가들을 찾아
찾아 나섰지만 “약속의 땅”대신 난민촌에 이른 거대한 난민 행렬, 집시들(Romani, Roma)에
대한 차별 등과 같은 것입니다.
The Invitation 이라 부르는 YWAM 국제기도의 날에 참여하여 이번 한달 중부 유럽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7 월 11 일 기도의 날에 함께 기도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짧은 시간밖에 기도할 수 없다면 이들 나라들의 화해와 연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외되고 탄압받은 사람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rayer@ywam.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중부 유럽 지역 지도
디자인 제공: 메튜 맥케이그(Matthew McCaigue)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그룹과 함께 기도하신다면 중부유럽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것들을 준비해 보십시오.
1. 위의 지도를 참고하여 그린 그룹 전체가 볼 수 있는 정도 크기의 큰 포스터, 또는 각 개인을
위해 지도의 선을 따라 단순하게 그린 흑백 인쇄물 (위의 지도를 클릭하여 그림으로 저장한 후 각
개인을 위해 전체 페이지나 큰 사진으로 인쇄하여 사용해 보십시오.)
2. 잡지에서 오려낸 불특정한 이미지 모음 (전경, 사물, 인물-개인 또는 단체, 단 글이 많은 부분은
제외하십시오.) 쉽게 볼 수 있도록 책상 위에 펼쳐 놓으십시오.

3. 가위와 풀
그림을 보기 전에 이 시간은 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4-8
장의 그림을 고르도록 하십시오. 참석자들은 특정 그림의 아름다움, 평화로움, 연결, 또는
풍요로움 등과 같은 부분에 이끌려 눈에 들어오는 그림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또는 어떤 그림들은
무질서, 두려움, 결핍 등과 같은 느낌을 주어서 참석자가 이와 같은 그림들을 특별히 주시했을
겁니다.
기도의 한 방법으로 –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면서 – 참석자들이 그림들을 지도
위에 붙이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나라들의 국경선을 따라 또는 한 특정한 나라에
그림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오랜 시간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분동안 자신이 만들 것을 보면 감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림들과 각 사람이 그림들을 배열한 방식,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면서 서로 대화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여십시오.
설명하거나 그림들의 의미를 만들려고 하지말고 단순히 그림들이 중부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민감하게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로 들어가며 이 지역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갈망을 붙드십시오.

좌에서 우, 위에서 아래로: 그리스에서 사역하는 YWAM 사역자들;
YWAM 루마니아 간사 총회 (Staff Gathering); YWAM 중부유럽 간사총회; 바르샤바(Warsaw)에서
있었던 독일, 폴란드, 미국, 이집트에서 온 젊은 선교사들의 모임

중부유럽을 위해 기도합시다:









중부 유럽 국가들 가운데 연합과 화해의 영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생활현장에서 실천되어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부흥과 대화가 시작되도록 기도합시다.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칠 방법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서방세계로의 이민이 대안으로 보이지
않고,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 머물며 그곳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기도합시다.
인신매매의 그물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이 도움을 받아 자유롭게
풀려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유럽에서는 약 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성매매 시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부, 동부 유럽에서 유괴되어
낙인찍히고, 고립되며,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와 안전하고 존엄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중부유럽에 있는 난민촌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슬람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집시(Romani) 공동체가 일어나고 사회적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신들의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까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중부유럽지역에 YWAM 사역자들의 수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눅 10:2, 개정)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는 실제적인 필요들이 있으며 아주 소수의
사역자들만이 있습니다. 실제로 몬테네그로와 몰도바 두 나라에는 YWAM 전임사역자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코소보, 마케도니아와 같은
나라들은 전임 간사들의 수를 모두 합쳐도 5 명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올해까지 YWAM
사역자가 없었던 슬로베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에서 우: 알바니아의 집시들을 위한 전도여행; 알바니아 청소년 수련회
(사진제공: YWAM 엘바산, YWAM 알바니아)

행동합시다





더 깊이 연구를 위해 다음의 서적을 읽어보십시오.
https://www.goodreads.com/book/show/33690.Balkan_Ghosts
난민촌: 모든 남성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는 무슬림 남성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으며
여성사역자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있어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학교와
장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특히 무슬림
남자들에게 사역하여 열매를 거두어드릴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프로그램과 학교, 장기 사역의
기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info@ywamlesvos.com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 https://www.ywamlesvos.com/
o https://www.ywamgreece.org/athens
o https://www.ywamgreece.org/thessaloniki
인신매매:
o 다음의 실제 경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드리의 아버지는 성매매 사업에 몸담고 있으며 그녀가 어릴 때부터 그녀가
성장하면 창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아드리는 십대 시절에 인신매매되어 성적 착취를 위해 넘겨졌습니다. 아드리는
가난과 학대로 인하여 수십억 유로의 거대한 유럽의 성매매 산업의 희생자가 된
수많은 여성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o 인신매매의 덫에 걸린 여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HOPE DIES
LAST (마지막까지 소망을)라는 단체는 인신매매되거나 소외되고 착취된 사람들을
위해 창의적으로 사역하는 공의의 사역입니다. HOPE DIES LAST 은 자원이 부족한
단체들을 위해 미디어를 제작하거나 인신매매와 성착취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HOPE DIES LAST 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지부를 두고 중부유럽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www.hopedieslast.org/

YWAM 루마니아 콘스탄타의 수화 DTS








청년들: YWAM 중부유럽 어느 지역이든지 오셔서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쳐 이들
나라들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참여하십시오. http://www.ywamce.com
집시들(Romani): 우리는 많은 지역에서 집시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YWAM
불가리아, YWAM 엘바산(Elnasan), 알바니아, YWAM 콘스탄카, YWAM 코로아이바,
Restore Ministries Prod(회복사역)과 ELS 사역(클루즈, 루마니아)등과 같은 사역이 이런
사역들입니다. 이 지역 집시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ywamce.com
카톨릭 신자들: 카톨릭 세계의 사람들에게 사역하고자 하거나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하시면 YWAM 슬로바키아에 문의해 보십시오. YWAM 슬로바키아팀은 지난 18 년 동안
절반은 개신교인들로, 또 다른 절반은 카톨릭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https://www.ywam.sk/en/
비디오와 온라인 강의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배워 보십시오.
o YWAM 크로아티아: https://vimeo.com/138183916?ref=em-share
o YWAM 콘스탄타, 루마니아 여름 심야(nightlife) 아웃리치: https://youtu.be/N8vUBggdM8
o YWAM 슬로바키아로부터: https://www.youtube.com/watch?v=7tm9zg-TIZQ
o 어떻게 사회 영역에 참여할 것인가의 내용으로 에드 데 브루인(Ad de Bruin)을
인터뷰한 로렌 커님행의 비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
v=qixWyr99y08
o 슬로베니아(Slovenia) (이곳의 영적 기후에 대하여, YWAM 제작이 아님):
https://vimeo.com/338605562
o YWAM 코라이오바(Craiova)




집시들을 위한 문맹퇴치운동과 컨테이너 구입을 위한 기금 요청
https://www.youtube.com/watch?v=QUmgmuS4jHU
사역 위치와 밴 구입을 위한 기금 요청 https://www.youtube.com/watch?
v=4oCImBzP9Ns

인신매매 피해여성!
사진제공: Hope Dies Last








여러분이 기도와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The Invitation 의 일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prayer@ywam.org 로 이메일 주십시오. 현재 저희는 행정담당/코디네이터;
사진사/영상기사; 리서치 전문가; 프랑스어와 인도네시아어 통역이 필요합니다.
패이스북 (facebook.com/youthwithamission)에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사진과
소식을 올려 주십시오.
트위터 (twitter.com)에서 #praywithywam 헤시테그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기도시간과
사진을 올려주십시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동일한 해시태그 (#praywithywam)를 사용하셔
사진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는지 prayer@ywam.org 로 이메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19 년 6 월 – 모잠비크
 YWAM 니카라과 드리암바 베이스에서는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열왕기상, 빌립보서,
여호수아, 요엘과 창세기의 구절을 포함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신 장면과 이처럼 모잠비크를 먹이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적인 부분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93 회에 걸쳐 패이스북과 The Invitation 팀을 통해 모잠비크를 위해 기도한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모잠비크의 사람들과 YWAM 을 축복하는 내용을, 또 다른 분은
그곳에 갈 사람들을 인하여 감사를, 다른 분은 하나님께서 모잠비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예레미야 29:11 을 기도했습니다.



콩고의 고나에서 온 한 청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잠비크 사람들에게 소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느껴다고 알려왔습니다.

다음 주제들:
2019 년 8 월: 인신매매
2019 년 9 월: 힌두권
Don’t Miss The Invitation:
● 기도 업데이트를 신청하십시오. ywam.org 홈페이지에서 “Stay Connected” 박스에 여러분의
이메일을 적으신 후 “Sign Up”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언어로 기도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ywam.org/theinvitation 에서 스페인어,
포루투갈어, 한국어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면 필요한 언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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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nvitation 을 팟캐스트로 들어보십시오. Ywampodcast.net/prayer 에서 신청하여
에피소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YWAM 의 기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인도하심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rayer@ywa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