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9 월 12 일 – The Invitation
주제: 힌두권
전세계의 YWAMer 들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힌두권 – 15 일 기도 (15Days of Prayer)

힌두권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교그룹이지만 오직 약 2%의 타문화
선교사들만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인구의 약 11
억에 이르는 대부분의 힌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근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들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9 월) The Invitation 이라고 불리는 YWAM 국제
기도의 날(9 월 12 일)에 힌두권을 위해 기도하며 동시에 15 Days (힌두권을 위한 15 일 집중
기도)에 동참해 주시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5 Days 는 전세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15 일간, 10 월 20 일-11 월 3 일, 힌두권을
배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연례 기도운동입니다. 이 기간은 디왈리(Diwali or Deepawali)
라고 알려진 힌두교의 중요한 빛의 축제 기간을 포함합니다. 디왈리는 가장 잘 알려진
힌두교의 축제로써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소중한 사랑을 힌두인들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기도 가이드는 몇 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무료로 배포되거나 소정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이드는 이곳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pray15days.org.
여러분이 The Invitation 기도의 시간에 잠시 밖에 기도할 수 없다면 힌두권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힌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Invitation 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받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신 내용은 prayer@ywam.org 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그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
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복음 8:12, 쉬운성경)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됫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
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
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태복음 5:14-16, 쉬운성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과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을 밝히거나 횃불, 또는 플래쉬 불빛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일출을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님과 그의 백성이 어두운 지역에
빛을 가져오는 능력있는 이미지를 머리 속에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빛을
가져오는 외형적인 행동이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과 기도의 태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힌두권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가 어둠가운데 빛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의 빛이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도록 하시를 함께 간구합시다.

힌두권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약 2 천명 이상의 YWAM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 중 많은 사역자들이 힌두교도들을 직접 상대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2,328 개의 미전도종족(https://joshuaproject.net/religions/5)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인도에는 가장 많은 힌두인들이 살고 있으며 14 억의 인구 중
약 8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팔, 방글라데쉬,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큰 힌두 인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힌두권 내의 성경번역과 성경배포의 노력을 위해 기도하고 YWAM 의 성경배포운동
(the Ending of Bible Poverty)를 위해 기도 하십시오. 많은 힌두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며 성경에 접근하거나 성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잠들지 아니하며, 피곤치 아니하고,
어떤 도움도 없이 항상 열매를 맺는 일꾼입니다.
힌두인들이 매년 신을 찾으며 순례를 행할 때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힌두 공동체 안에서든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더많은
힌두인들의 운동을 일으키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없다. 믿는 자들이여, 당신의 손에는
강력한 엔진이 쥐어져 있다. 잘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지금 그것을 믿음과
함께 사용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 찰스 스펄전 (Charles Spurgeon)
행동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pray15days.org 을 방문하여 2019 년 기도가이드를
받으십시오.
기도가이드가 출판된 언어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네크워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 미조어(Mizo), 네팔어(Nepali), 힌두어(Hindi), 카시어(Khasi),
페이트어(Paite), 자바어(Tangkhul), 영어 (English), 스페인어(Spanish), 포루투갈어
(Portuguese), 독일어(German), 화란어(Dutch), 러시아어(Russian), 우크라이나어
(Ukrainian), 가로어(Garo), 한국어(Korean)
규칙적으로 기도합시시오. 매일 9 시 38 분(오전 또는 오후)에 알람을 맞춰 마태복음 9:38
의 예수님의 명령 – 힌두권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 을 상기하며 기도하십시오.
힌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YWAM 최전방선교(Frontier Missions)를 통해
훈련을 받아 보십시오: www.ywamfm.org.
남아시아 종족그룹을 보여주고 있는 여호수아 프로젝트(Joshua Project) 사이트에서
기도제목들을 더 구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 보십시오:
http://www.southasiapeoples.org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나 사역에서 중보기도를 인도하십시오.
https://www.prayercast.com/hinduism.html 의 동영상을 활용하여 힌두권을 위한
기도를 소개해 보십시오.
인도와 특별한 도전을 제시한 최전방 선교(Mission Frontier) 2019 년 6 월호를
읽어보십시오. http://www.missionfrontiers.org/issue/archive/india-thegreatest-challenge-to-world-evangelization
Pray 15 Days (15 일 기도운동)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계정에 방문해 보십시오:
https://www.instagram.com/pray15days/ and https://twitter.com/@pray15days
/
읽고 배워 보십시오:
o Disciple Making Among Hindus) by Timothy Shultz;
o Sundar Singh: Footprints Over the Mountains by Janet & Geoff Benge
(YWAM Publishing)
o Footprints of Faith: Stories of YWAM in South Asia) by Sonya Svoboda
o Contagious Disciple Making by David W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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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패이스북 (facebook.com/youthwithamission)에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사진과 소식을 올려 주십시오.
트위터 (twitter.com)에서 #praywithywam 해시테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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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월 중부유럽을 위해 기도한 YWAM 오자크(Ozarks)
사진제공: YWAM 오자크(Ozarks)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19 년 8 월 – U of N
 많은 분들로부터 그들의 기도시간에 하나님깨로부터 들은 단어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희년, 단순함, 기본적인 진리로 돌아오기, 신뢰, 교제, 헌신된 사역 등
2019 년 7 월 - 중부유럽
 YWAM 오자크(미국 알칸사 주): “기도 내용이 담겨있는 안내지와 함께 중부유럽
지도를 나눠준 후 그 지역의 각 나라들과 자신을 동일시 할 대표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크로아티아가 되고, 다른 사람은 마케도니아인이 되고, 다른 사람은 루마니아
사람 등등이 되었습니다. 약 15 분 동안 그 나라에 대해 조사하고 1 인칭 관점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속한 각 나라의 간략한 역사와 강점, 도전들, 종교적 신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이웃나라 안에 있는 미친
사람들, Youth With A Mission 에 대해, 그들이 하고 있는 듯한 일에 대해
나눴습니다. 각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시 한 나라들에 대해 나누 후에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그 나라 민족들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며 이야기
나눔을 통해 그 나라들이 더욱 생생하게 나가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시간을 마치면서
어떤 나라가 가장 사역하기 어려운 나라인지 우정어린 경쟁이 있었고 헝가리와
폴란드가 선택되었습니다. (위의 사진 참조)
다음 주제:
10 월 10 일: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
11 월 14 일: 도쿄
12 월 12 일: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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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인도네시아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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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