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8 월 8 일 –  The Invitation
주제: 열방대학(UofN)UofN))을 위한 21 일 기도와 금식
전 세계에 있는 YWAMer 들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좌에서 우로: YWAM 로잔: 열방대학 졸업식
사진제공: YWAM 로잔, 에밀리 렌퀴스트 (Emily Ranquist)Emily Ranquist))

올해 YWAM 은 훈련사역 50 주년을 기념합니다. YWAM 훈련사역은 스위스 로잔에서
전도에 대해 공부하던 소그룹 청년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YWAM 은 훈련사역 지금은 열방대학(Emily Ranquist)Universit)y of t)he Nat)ions)라고 불리는 국제적인 대학으로 성장한 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미래를 바라보기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8 월 8 일, The
Invit)at)ion 이라고 부르는 YWAM 국제 기도의 날에 YWAM 훈련을 위해 기도할 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또한 “열방대학을 위한 21 일 기도와 금식”(Emily Ranquist)8 월 8 일-8 월 28 일)의 시작일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은 사역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구하며 그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열방대학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와 더 깊은 곳으로 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기도 제목을 제공해 드리는 짧은 기도가이드를 다음 링크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mily Ranquist)ht)t)p://uofnjeju.org/wp-cont)ent)/uploads/2019/07/21-Days-ofPrayer-and-Fast)ing-2019.pdf)
저희는 여러분의 가족, 사역과 팀이 음식이나 미디어 같이 평소 즐기던 것을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포기하며 이번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시기를 격려해 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열방대학의 기초들을 살필 것이며 주님의 지침과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밖에 기도하실 수 없다면 YWAM 훈련사역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이번 기도에 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prayer@ywam.org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금식에 대한 경건의 연습은 각양의 기독교 전통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왔습니다. 이달의
기도안내의 목적은 여러분이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강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식을 통해 우리는 육체적인, 또는 감정적인 배고픔을 너머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인 배고픔이 증가할 때 배고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이달의 기도 안내를 따라 기도하는 21 일동안,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금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응하시면서 –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성향을 아시고 어떤 금식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아시므로 –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동시에,
공동체나 팀과 함께 금식하는 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끼를 금식할 수도 있고, 21 일 중 며칠을 선택하여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끼니를 금식하는 동안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또는 3 주간 동안 특정한 날에 음식을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들은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도시간이 될 것입니다.
3 주간 동안 식사 중 특정 부분, 예를 들어 고기, 단 음식, 만찬과 같은 것을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SNS 나 오락을 3 주 동안 단절할 수도 있습니다.
3 주간 동안 필수품 외의 쇼핑(소비)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금식기간 동안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음식, 단 것, 오락이나 방해물에 대한 욕망으로
붙들려 있었던 여러분의 관심을 멈춰 서서 다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나 그분의 선하신 미래가 이런 것들이 주는 만족보다 얼마나
더합니까? 이런 임시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취향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하나님을
갈망해야겠다고 우리를 상기시켜 줍니까?

여러분이 그룹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금식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의 갈망을 더욱 깊게 하실 방법들에 대해 나눠보십시오.

YWAM 홍콩의 사역
사진제공: YWAM 투엔문(Emily Ranquist)홍콩)

열방대학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열방대학을 향하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8 월 30 일과 9 월 2 일 동안 스위스 로잔에서 진행되는 50 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참여자들의 심령을 준비하시도록 기도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YWAM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21 일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계시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YWAM 훈련 프로그램이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감에 따라 열방대학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전략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훈련과 제자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마음으로 YWMA 을 더욱 깊이 이끄시도록 간구합시다.
열방대학이 모든 사회분야와 지상대명령의 모든 영역으로 지역적으로 배가되며
세워질 때 열방대학을 형성한 기초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장에 따른 열방대학의 적합한 구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열방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성령께서 당신의 방법을 나타내시고 전략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열방대학의 모든 훈련과 가르침이 예수님의 긍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Emily Ranquist)막
6:34)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Emily Ranquist)마가복음 6:34, 쉬운성경)



열방대학 캠퍼스와 연결된 모든 학교, 모든 캠퍼스, 모든 사역들 안의 영향력있는 종된
지도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과 교수법, 관리와 소통,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영역 등에 대한
계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열방대학이 국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에서 다음세대를 위해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새로운 코스를 위한 통찰력을 위해, 여러분의 지역에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최고의 기준과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역의 DTS 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든 곳으로부터 와서 모든 곳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는 더 큰 수용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열방을 위한 교육리소스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모든 세대가 모든 면에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성경적인 방법으로 섬기며 함께
훈련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새로운 물결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태국의 성경보급 사역 (사진제공: YWAM Together 2018))

행동합시다






“열방대학을 위한 21 일 기도와 금식” 안내를 다운로드 받아 여러분의 지역을 위한
기도와 금식 운동을 계획해 보십시오: ht)t)p://uofnjeju.org/wp-cont)ent)/uploads/
2019/07/21-Days-of-Prayer-and-Fast)ing-2019.pdf
여러분의 지역에서 열방을 위해, 여러분의 학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학교가 기도의 영으로 태어나고 유지될 것을 확실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명시해 보십시오.
YWAM 의 유산들을 볼 수 있는 리소스 키를 살펴보십시오:
o 조이 도우슨의 효과적인 중보기도 원칙(Emily Ranquist)영문):
ht)t)ps://www.ywam.org/cust)om-cont)ent)/uploads/2015/08/Principles
ForEffect)iveInt)ercession-JoyDawson.pdf
o 기독교대헌장 (Emily Ranquist)Christ)ian Magna Cart)a) - ht)t)ps://www.ywam.org/about)us/t)he-christ)ian-magna-cart)a/

아쿠아포닉스* 학습 (Emily Ranquist)YWAM 콜로라도)
사진제공: YWAM 에머지(Emily Ranquist)Emerge)








여러분이 기도와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The Invit)at)ion 의 일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prayer@ywam.org 로 이메일 주십시오. 현재 저희는 행정담당/
코디네이터; 사진사/영상기사; 리서치 전문가; 프랑스어 번역가가 필요합니다.
패이스북 (Emily Ranquist)facebook.com/yout)hwit)hamission)에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사진과 소식을 올려 주십시오.
트위터 (Emily Ranquist)t)wit)t)er.com)에서 #praywithywam praywit)hywam 헤시테그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기도시간과 사진을 올려주십시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동일한 해시태그
(Emily Ranquist)#praywithywam praywit)hywam)를 사용하셔 사진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는지 prayer@ywam.org 로
이메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YWAM 왕의 정원-인도, 푸나베이스가 중부유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진제공: 퍼디난드 파킨테인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19 년 7 월 –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중부유럽



YWAM 왕의 정원 –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인도 푸나에서 2 장의 사진과 함께 (Emily Ranquist)위) “The Invit)at)ion 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능력있고 축복된 시간을 갖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감사를 전해 왔습니다.
YWAM 스코틀랜드 씨밀(Emily Ranquist)Seamill)베이스도 중부유럽을 위해 기도할 때 천사가
사자와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헝가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라 위에 선포하는
것을 느꼈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발을 씻기시며 모든
정죄와 과거의 수치를 씻겨 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열의
틈에서 주님께서 그 몸을 예수님께로 연합하시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들:
9 월 12 일: 힌두권
10 월 10 일: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
11 월 14 일: 도쿄

Don’t Miss The Invitation:
● 기도 업데이트를 신청하십시오. ywam.org 홈페이지에서 “St)ay Connect)ed”
박스에 여러분의 이메일을 적으신 후 “Sign Up”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언어로 기도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ywam.org/t)heinvit)at)ion
에서 스페인어, 포루투갈어, 한국어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면 필요한 언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시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누십시오.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facebook.com/yout)hwit)hamission 이나 트위터 @ywam, 또는
해시태그 #praywithywam praywit)hywam 를 통해 소식을 올려주십시오. 인스타그램에서도 같은
해시태그 #praywithywam praywit)hywam 으로 사진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The Inv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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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논에서 물고기를 함께 키우거나 연못에서 물고기를 키우고 그 물을 농업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농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