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년 11 월 14 일 – The Invitation 

주제: 도쿄

전 세계 YWAMers 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도쿄의 야경 (사진: 글로벌 세르파)

이번 달에는 YWAM 가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 지역, 도쿄 지역을 위해 기도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 표준으로 본다면 도쿄에는 모든 것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도쿄 지역의 3 천 

5 백만 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쿄의 주목할만한 전 세계 순위 목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도쿄는 세계 경제력 지수 (Global Economic Power Index)에서 1 위를 차지했으며 2015 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 년  안전 도시 지수에서 60 개 도시 중 1 위를 

차지했으며 도쿄에는 포춘 500 대 기업 중 가장 많은 기업이 있기도 합니다. 도쿄는 2020 년 (7 월 24

일부터 8 월 9 일까지) 하계 올림픽을 개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도쿄와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본인은 명예, 조화, 충성도 및 긴 근무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돌보는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그러나 일본인 대부분은 예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구 중 1% 미만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 종교인 불교와 신도는 일본인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다른 종교를 따르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가족을 거부하거나 더 이상 일본인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일본에는 인구  

64,000 명당 한 명의 선교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YWAM 의 JP 코헌(Cohern)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전체 축구 경기장에 도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YWAM Tokyo Facebook 페이지에 따르면,“일본 문화는 왕국 문화를 반영합니다. 문화로서 그들은 

공손함을 좋아하고 공동체와 관계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왕국 문화의 본성을 사심 없이 반영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반영하는 왕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YWAM Tokyo 

Facebook 페이지는 도쿄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공중(public)에서 

기적을 목격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수준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지원하며, 사역 개척자가 일본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도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The Invitation 이라 불리는 YWAM 국제 기도의 날에 함께

해 주십시오. 11 월 14 일 목요일 국제 기도의 날(the Invitation)에서 몇 분밖에 기도할 수 없다면 

선교사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에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에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The Invitation 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prayer@ywam.org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쿄의 한 여성 (사진: YWAM 도쿄)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그룹 안에서 도쿄와 일본 선교지를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1%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많은 도전과 함께 과제를 나타냅니다. 도쿄와 (또는) 일본 지도를 

보십시오. 이제 사도행전에 관한 여러분의 지식을 바탕으로 초대교회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도쿄와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초대교회 운동과 어떤 점에서 유사합니까?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mailto:prayer@ywam.org


초대교회에 나타난 복음의 확산에 대한 아래 성경 구절들을 한 번에 하나씩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도쿄에 적용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쿄에 

관해 당신에게 보여 주신 주요 요점을 열거하고 기도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기도하십시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날에 신도의 수가 약 삼천 

명이나 늘어났다.” (행 2:41, 쉬운성경)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오천 명이나 되었다.” (행 4:4, 쉬운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행 6:7, 쉬운성경)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행 13:48, 쉬운성경)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행 16:5, 쉬운성경) 

기도하고 있는 YWAM 도쿄 (사진: YWAM 도쿄)

도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일본인 개인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데 담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가 새로운 

신자들과 주변 믿는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믿는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나누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다른 종교들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신자들이 일본 문화를 존중하고 구속(redeem)하는 방법을 찾도록 

기도하십시오. 

 긴 근무 시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 나눌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제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일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균형이 더 넓어지도록 사람들의 마음 변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가족이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서로 양질의 시간을 

보내도록 기도하십시오. 일본의 어린이들이 부모가 하는 방식으로 잘 양육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부모들의 변화와 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쿄와 일본에 와서 일할 더 많은 일꾼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일본 안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친구가 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은혜와 인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하나님께서 도쿄에서 하고 계시는 다른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단기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와 선교 단체 사이의 더 큰 네트워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일본의 상류층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나라의 기독교 

사업가들이 일본의 풍족한 사람들과 믿음을 나누도록 기도하십시오. 

 문화의 세속적인 측면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70%는 종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전히 조상을 숭배하는 불교와 다신교인 신도를 따릅니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세속적입니다.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은 이 나라를 “도덕적 나침반이 없는 초강대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진정한 도덕의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일본에서는 매년 30,000 건 이상의 자살이 발생합니다. 우울증에 직면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십대 매춘과 괴롭힘은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처 받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의 대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과 높은 기대수명은 많은 노인 인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인들 사이에서 일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매우 세속적인 “종교적이지 않은” 일본인의 마음조차도 눈멀게 하는 절에서의 우상숭배와 

가정에서의 조상숭배에 대항하여 기도하십시오. 

 순응하라는 강한 압력은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을 타협하거나 타락하게 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절반은 2~3 년 안에 교회를 떠납니다. 믿는 자들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강한 물질적 사고방식에 대항하여 기도하십시오. 10%만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쏘카 가카이(Sokka Gakkai)는 1,000 만 명의 추종자들을 가질 만큼 성장했습니다. 매년 

신비주의, 외계에 존재하는 외계인 숭배에 기초한 많은 새로운 종교가 시작됩니다. 미혹의 

견고한 진에 대항하여 기도하십시오. 

 일본의 교회는 분열되었지만 최근 쓰나미와 지진으로 인해 교회들이 상호협력하여 구호 

활동을 하면서 더 나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들이 계속 연합하여 그것이 강력한 

증거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YWAM 도쿄 (ywamtokyo.org) 사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사역 중에는“백만 

개의 불빛 (A Million Lights)”이라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신자들이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과 자신의 믿음을 명확하게 나누는 방법을 훈련합니다.

http://ywamtokyo.org/


아름다운 도쿄; 아름다운 사람들

(사진: YWAM 도쿄)

행동합시다

 YWAM 도쿄에 연락하여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http://ywamtokyo.org/ 

 일본인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www.kairosprojectjapan.net 웹 사이트에서 더 많은

간증을 보고 참여할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새로운 YWAM Tokyo 블로그 게시물을 읽어보십시오: http://ywamtokyo.org/october-

update/ 

 대도시 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기 원하시는 사역은 

아닌지 물어보십시오. 도쿄와 YWAM 의 도시 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wamcity.or/를 참조하십시오.

 일본의 선교 현황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응답하기를 바라시는지 

여쭤보십시오. https://omf.org/wp-content/uploads/2017/01/missions-japan-

infographic-TEAM.png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일본이나 도쿄에 계시는 선교사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선교사들의 

도전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후원하기로 

헌신하십시오. 

 일본과 기도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기도정보 (Operation World) 

(https://www.ywampublishing.com/p-382-operation-worldbrthe-definitive-prayer-

guide-to-every-nation.aspx)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쿄와 일본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는 매년 7 월 25 일~27

일에 일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기도정보 책자를 구해 달력(일정)에 따라 나라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The Invitation 은 2020 년 기도 주제를 고려 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도제목을 

prayer@ywam.org  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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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배경화면 

(사진: wonderfulengineer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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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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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월 – 위험에 처한 아이들

 YWAM Facebook 게시된 The Invitation 게시물이 119 번 공유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한 분은 사람들이 YWAM 을 지원하고 

기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다음 주제들:

12 월 12 일: 예멘

시리즈: YWAM 초기시절의 영적 원리들

1 월 9 일: 그리스도의 주재권 (달린 커닝햄) 

2 월 13 일: 거룩한 삶 (린 그린) 

3 월 12 일: 하나님을 경외함 (모린 매너드)

4 월 9 일: 하나님을 구하는 삶 (로렌 커닝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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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산

(사진: YWAM 도쿄)

The Invitation 을 놓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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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한 

언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시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누십시오. 매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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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rayer@ywa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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