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 4 주년 기념호  

2019 년 10 월 12 일 – The Invitation  

주제: 위험에 처한 아이들 

 

전 세계 YWAMer 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분이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진제공: 요한과 자넷 루카시 ( Johan and Jeannette Lukasse)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희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세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많은 결렬된 틈을 봅니다. 

어린이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엄청난 고통과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달 YWAM 과 함께 세계의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의 세계 곳곳의 결렬된 틈들(gaps) : 

 

1. 아동 사망률 : 매일 5 세 미만의 어린이 15,000 명이 사망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사망자의 절반이 영양실조로 인해 발생합니다. 

2. 아동 병사(군인) : 오늘날 세계에서 최소 20 개국에 약 250,000 명의 아동 병사(일곱 살의 어린 

나이)들이 있습니다. 아동 군인의 약 40%가 성노예로 이용되거나 병사들의 “아내”로 취해진 

소녀들입니다.  

3. 범죄, 마약 및 폭력에 노출된 아동 및 청소년 : 중남미에서 청소년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대법원 청소년 법정의 구아라시 데 캄포스 비아나 (Guaraci de 

Campos Viana)는 “마약 마피아는 9 세에서 10 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모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린이들은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 마약 조직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아드레날린 현상을 경험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4. 길거리 아이들 : 18 세 미만의 많은 소년 소녀들에게 길거리는 집이나 생계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부적절하게 보호되거나 감독됩니다. 가족 상황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이 더 

많습니다. 1989 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 억 명의 거리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5. 주거식 보육시설 vs. 가족과 같은 환경의 보육: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고아원과는 

달리 위탁 가정, 입양 가정 또는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을 보육하려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YWAM 팀이 제작 한 영화, “로스트 카이트 (Lost Kites)”는 취약한 가족이 

강화되고 전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이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ttp://lostkites.com/ 

6. 성적 학대 및 착취 : 매일 모든 국가와 사회 전체에서 놀랍게도 수백만 명의 소녀와 소년들이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와 착취의 경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학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흔한 건강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8 세 생일이 되기 전에 10 명의 

어린이 중 약 1 명이 성적 학대를 받습니다. 여학생 7 명 중 1 명, 남학생 25 명 중 1 명은 18 세가 

되기 전에 성적 학대를 당합니다. 

7. 난민 어린이 : 박해, 분쟁, 폭력 또는 인권 침해의 결과로 전세계적으로 7 천만 8 천명이 강제로 

실향민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매일 그 숫자는 3 만 7 천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50 %가 

어린이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동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헤어진 어린이들로써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은 종종 학교 밖에서 성착취를 당하기 쉽습니다. 

 



YWAM 은 학생과 사역자들이 이러한 결렬된 틈 중 하나에 서서 어린이, 청소년, 가족 및 지역 사회에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호주 펄스에 위치한 YWAM 의 “Children at Risk School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위한 사역학교)” 에서 제작한 이 짧은 1 분 30 초 분량의 비디오를 시청해 

보십시오. 

https://vimeo.com/312469759?fbclid=IwAR1lVdoJjnTb86t1wtPtk1f2_AzmQq0WXLeqWsb3BbUfpuSYh67JF_j

pUv8 

 

만약 여러분이 국제 기도의 날 (The Invitation)중에 기도할 시간이 몇 분 밖에 없다면 여러분 지역에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요청하십시오.  

The Invitation 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신 내용을 prayer@ywam.org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공: 요한과 자넷 루카시 ( Johan and Jeannette Lukasse)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룹이 기도를 준비하며 자리에 앉으면 한 사람이 마가복음에서 10 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시간을 맞이하십시오. 

  

https://vimeo.com/312469759?fbclid=IwAR1lVdoJjnTb86t1wtPtk1f2_AzmQq0WXLeqWsb3BbUfpuSYh67JF_jpUv8
https://vimeo.com/312469759?fbclid=IwAR1lVdoJjnTb86t1wtPtk1f2_AzmQq0WXLeqWsb3BbUfpuSYh67JF_jpUv8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13-16) 

 

여러분의 그룹에 어린이가 있고 그것이 적절해 보인다면 근처에 있는 어른들이 그들에게 축복의 

손길을 내밀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한 분이 소리내어 읽게 하십시오. 

 

 

사진제공: 요한과 자넷 루카시 ( Johan and Jeannette Lukasse)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의 

눈에 지혜와 나이와 은혜 안에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셨고 그들의 존엄성을 

믿으셨으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은사와 도덕적,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발전시켜 인간과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이르려면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답지만 파괴된 세상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 누군가에게 마태복음 18 장을 소리내어 읽게 하십시오.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 복음 18, 1-5) 

 

이 기도 시간의 주요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위 성경 구절의 마지막 문구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환영하지 않는 것, 때로는 그들을 제한하거나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할 때 이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사진제공: 요한과 자넷 루카시 ( Johan and Jeannette Lukasse)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개발도상국의 임산부를 위한 더 나은 보건(healthcare)을 위해, 그리고 신생아를 위한 

보건(healthcare)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음식과 영양을 위해 

기도합시다. 

• 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전 세계 난민인구의 50 %에 달하는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와 교육의 기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 세계 곳곳에서 성적 학대의 피해자가 된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기도합시다. 

• 갱단으로의 모집되어 폭력의 피해자가 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기도합시다. 

• 기관보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무력 충돌로 인해 어린이 병사가 되도록 강요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기도합시다. 

• 이런 어린이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삶의 희망과 새로운 방향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 어린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YWAM 학생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담대함과 보호와 

공급을 위해 기도합시다.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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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합시다 

 

• 다음 간증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섬기기 

원하시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이곳에 나열된 기회들과 정보를 살펴보십시오.  

 



간증 :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위한 학교 (Children at Ristk School)의  한 팀으로서 우리는 

동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초대되어 4 일동안 세미나 (3 일간은 자녀들과 함께, 하루는 부모들과 

함께)를 개최하도록 초대 받았습니다. 이 마을은 질병, 빈곤 및 중독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불신자와 무슬림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눌 수 있었고 

처음으로 20 명의 어린이가 예수님에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어머니들도 

참석했고 세미나가 끝날 때 우리는 작은 그룹으로 어머니들을 모아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담당자 중 한 명이 어머니들 모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열망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 어린아이는 저희가 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와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밭이 무르익었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가족을 찾고 계십니다!” 

 

• 어린이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구하십시오.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을 돕는 3 개월 과정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사역학교 (Children at Risk School )”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기도해 보십시오. 학교는 여러 나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www.childrenatriskschools.com. YWAM 의 두번째 단계(Second) 학교 중 

하나이며, 첫번째 단계는 일반적으로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제자훈련학교)입니다. 

• 개발 도상국에서 건강 관리 분야에 사역하는 전 세계의 많은 YWAM 사역에 참여해 보십시오. 한 

예로 YWAM 선박사역 (https://ywamshipskona.org)이 있습니다.  

• 분쟁지역 내부나 근교 국가에 위치한 YWAM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예가 되는 세개의 지역을 

소개합니다.  

◦ 우간다 북부지역,  http://www.ywamuganda.org/  

◦ 태국 북부지역,  https://www.ywamthai.org/  

◦ 그리스, 레스보스, https://www.ywamlesvos.com/ 

• 가난한 지역안에 위치한 YWAM 의 커뮤니티센터 (community center)에 참여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https://www.jocumborel.org.br/  또는 https://bhcentro.wixsite.com/english 또는 

https://www.ywamsanfrancisco.org/ 등 세계 모든 대륙에 더 많은 커뮤니티센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에 새로운 커뮤니티센터를 시작해 

보십시오. 개인교습이나 언어학습, 스포츠, Kings Kids 등과 같은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http://www.ywamuganda.org/
https://www.ywamthai.org/
https://www.ywamthai.org/
https://www.ywamlesvos.com/
https://www.jocumborel.org.br/
https://bhcentro.wixsite.com/english


• 홈리스들을 위한 세계 곳곳의 YWAM 의 많은 사역 중 하나에 참여해 보십시오. 또는 여러분이 

계시는 도시에서 사역을 시작해 보십시오.  

• 위탁가정(Foster Family)이 되거나 버려진 어린이들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 기도해 보십시오. 

또는 여러분의 지역이나 교회에서 가족을 찾아주거나 연결해 주는 사역을 시작해 보십시오.  

• 성적학대 예방 및 인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성적 학대 피해자나 가해자들을 위한 사역에 

참여해 보십시오.  

• 세계 곳곳의 난민들을 도와주십시오. http://www.refugeehighway.net/  또는, 

https://www.ywamrefugeecircle.com/ 

•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 개발도상국가에서 영양 실조가 아동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by D.L. 펠티어 (D.L.Pelletier)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486780/pdf/bullwho00408-0029.pdf 

◦ 세계 보건기구 키팩트 (Key Facts) 2018 년 9 월: https://www.who.int/news-room/fact-

sheets/detail/children-reducing-mortality 

◦ https://theirworld.org/explainers/child-soldiers 

◦ https://www.spiegel.de/international/spiegel/violence-in-rio-de-janeiro-child-soldiers-in-the-

drug-wars-a-469510.html 

◦ 유니세프(UNICEF):  https://en.wikipedia.org/wiki/Street_children 

◦ 구글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 아동 권리에 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아동의 대체 보육에 대한 UN 의 지침(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 아동 성적학대와 착취에 관한 UN 의 활동 리포트: 

https://news.un.org/en/story/2018/10/1022152 

◦ 아동 성적학대에 관한 팩트: http://www.d2l.org/wp-

content/uploads/2017/01/all_statistics_20150619.pdf 

◦ 아동 난민에 대한 보고서: https://www.al-fanarmedia.org/2017/10/half-refugee-children-not-

school-report-says/ 

◦ 이민 아동 학대에 대한 보고서: https://www.infomigrants.net/en/post/8293/europe-s-shame-

the-abuse-and-sexual-exploitation-of-migrant-kids-in-greece  

 

http://www.refugeehighway.net/
https://www.ywamrefugeecircle.com/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486780/pdf/bullwho00408-0029.pdf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children-reducing-mortality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children-reducing-mortality
https://theirworld.org/explainers/child-soldiers
https://www.spiegel.de/international/spiegel/violence-in-rio-de-janeiro-child-soldiers-in-the-drug-wars-a-469510.html
https://www.spiegel.de/international/spiegel/violence-in-rio-de-janeiro-child-soldiers-in-the-drug-wars-a-469510.html
https://en.wikipedia.org/wiki/Street_children
https://downloads.unicef.org.uk/wp-content/uploads/2010/05/UNCRC_united_nations_convention_on_the_rights_of_the_child.pdf
http://www.bettercarenetwork.org/library/social-welfare-systems/standards-of-care/guidelines-for-the-alternative-care-of-children-English
http://www.bettercarenetwork.org/library/social-welfare-systems/standards-of-care/guidelines-for-the-alternative-care-of-children-English
http://www.bettercarenetwork.org/library/social-welfare-systems/standards-of-care/guidelines-for-the-alternative-care-of-children-English
https://news.un.org/en/story/2018/10/1022152
http://www.d2l.org/wp-content/uploads/2017/01/all_statistics_20150619.pdf
http://www.d2l.org/wp-content/uploads/2017/01/all_statistics_20150619.pdf
https://www.al-fanarmedia.org/2017/10/half-refugee-children-not-school-report-says/
https://www.al-fanarmedia.org/2017/10/half-refugee-children-not-school-report-says/
https://www.infomigrants.net/en/post/8293/europe-s-shame-the-abuse-and-sexual-exploitation-of-migrant-kids-in-greece
https://www.infomigrants.net/en/post/8293/europe-s-shame-the-abuse-and-sexual-exploitation-of-migrant-kids-in-greece


 

사진제공: 요한과 자넷 루카시 ( Johan and Jeannette Lukasse)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19 년 9 월 - 힌두권  

• 몇 분들이 The Invitaion 과 함께 힌두권을 위해 기도했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10 월 20 일부터 시작되는 힌두권을 위한 15 일 기도 (15 Days of Prayer for the Hindu World) 

기간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다음 기도 주제들: 

 

11 월 14 일:  도쿄  

12 월 12 일: 이스라엘  

1 월 9 일: 그리스도의 주되심 

 

 

The Invitation 을 놓치지 마십시오: 

 

• 기도 업데이트를 구독신청하십시오. ywam.org 홈페이지에서 “Stay Connected” 박스에 여러분의 

이메일을 적으신 후 “Sign Up”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ywam.org/


• 필요한 언어로 기도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ywam.org/theinvitation 에서 스페인어, 

포루투갈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한 언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 시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매월 둘째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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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ywam.org/theinvitation
http://facebook.com/youthwithamission
mailto:prayer@ywa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