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8일 - 초대 (The Invitation) 

주제:  YWAM 60주년 

 

전 세계의 YWAMer들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YWAM 전도 집회 (사모아, 1965) 

 

올해는 YWAM의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는 이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0월 8일, 목요일, 

초대(The Invitation)라고 불리는 YWAM 국제 기도의 날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YWAM 설립자인 로렌에게 젊은이들의 파도가 열방으로 나가는 비전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젊은이들 중 일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1950년대 말에 

어떻게 로렌을 만나 주셨는지와 로렌과 달린을 통해 YWAM을 시작하게 하신 까닭에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렌에게 하신 것처럼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순간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과 마음을 나누시기 위해 다가오셨던 순간과 평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로렌이 보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God-initiated), 운명을 

결정하시는(destiny-defining), 새로운 선교 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기본 언약(fundamental-covenant) 

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짧은 시간밖에 기도할 수 없다면 YWAM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 1: 17-18 

 

초대(The Invitation)에 대한 특별한 말씀:  이번 달은 또한 초대(the Invitation)의 5주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내용을 

번역해 주신, 그리고 리더십과 행정적인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한 피드백이나 

제안들이 있다면 prayer@ywam.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기도를 

준비합시다” 부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초대(the Invitation)의 내용 중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더 발전한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까?  

 

기도를 준비합시다: 

그룹이나 개인으로 성령께 YWAM 60주년과 관련하여 축하할 것들을 상기시켜 주시도록 요청하십시오.  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들로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  사역?  행사?  나라?  구속(Redemption)? 구원?  은혜?  자비?  

지난 6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가져다주신 것에 대해 축하하고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Far East Evangelism Team-난민 캠프 전도여행 

홍콩, 1980 

 

YWAM을 위한 기도:  

• 60년 동안 있었던 신실하고 은혜로운 리더십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순종으로 발을 떼며 신실했던 로렌과 달린, 그리고 다른 리더들을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 이 60년 동안 신실하게 YWAM과 YWAMer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재정으로 투자한 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축복을 받고 격려 받으며 믿음 안에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 이 파도의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받은 각 세대의 수 백 만명의 젊은이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 YWAM을 통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축복해 주신 각 각의 방법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 하나님께서 로렌에게 모든 나라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 YWAM이 계속해서 수백만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써 참여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의 YWAMer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실하며 순종과 믿음과 겸손, 용기 가운데 

걸어가도록 기도하십시오.  

 

 

 

 

YWAM의 4가지 유업의 말 

사진출처: 데이비드 콜 

 



행동하십시오 

• 여러분이 YWAM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로 투자하고 우정과 재정으로 후원한 분들에게 

연락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방법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 지금 상황에 맞게 YWAM 60주년을 온라인이나 대면으로 축하할 계획을 세우고 호스트 하십시오.  

• 새롭게 정비된 YWAM.org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십시오.  메뉴에서 “For YWAMers (YWAMer들을 위해)” 

옵션을 선택하여 YWAM의 비전, 가치, 언약들과 유업의 말들에 대해 친숙해지도록 하십시오.  

• 로렌 커닝햄과 제니스 로저가 공저한, YWAM 출판사,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를 읽고/또 읽어 보십시오.  

•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facebook.com/youthwithamission에 나눠 주시고, 사진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 Twitter.com에 가서 #praywithywam를 검색하고 여러분의 기도시간에 대해 트위터하고 사진을 게시해 

주십시오.  인스타그램에도 사진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시태그 #praywithywam를 사용하면 됩니다.  

•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prayer@ywam.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2020년 9월-YWAM의 국제 기도 운동 (Global Prayer Initiative)   

• 4000명 정도의 YWAM 지도자들과 지역들 (220개의 다른 종류의 여권을 소지한 선교사들)이 대면과 

온라인으로 기억하라(Remember), 회개하라(Repent), Realign(재정렬하라), Release(놓아주라) 4개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 간에 걸쳐 많은 분들이 금식하고 다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 YWAM의 리더인 존 도우슨(John Dawson)은 시편 81편과 기드온의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그는 또한 “이 

땅에 강한 탄식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우리의 진정한 소명이 단지 열방을 치유하는 것보다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 몇 몇 YWAM 젊은 지도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그들의 세대에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적인 전염병 전에 의미 있는 돌파를 기대했으나, 지금은 다른 관점에서 “돌파”를 보고 있습니다.  

• 몇 해 전에 YWAM DTS를 한 소녀의 어머니로부터 다음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 딸이 DTS에 신청할 무렵 

저의 딸은 진리와 가족들에 대해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DTS가 반쯤 지나고 있을 때 제 남편은 딸이 용서를 

구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슬은 끊어졌고, 우리는 지금 제 딸의 삶 속에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YWAM 감사합니다!” 

• 다른 분은 에스라 9장의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진실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듣기 위하여 영적 교만을 깨뜨리고, 모든 순간에 여러가지 

속임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대적합시다.” 

• 다른 분은 YWAM 가족들과 나누라고 고린도후서 1:10-11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 한 YWAM 리더는 하나님께서 이전 보다 더욱 캄보디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해왔습니다.  

 

다음 주제들: 

11월 12일: 아이티 



12월 10일:  창조세계 돌보기 

1월 14일:  불교 

 

초대(the Invitation)를 놓치지 마십시오:  

• 기도 업데이트를 구독하십시오. uofnjeju.org의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뉴스레터 구독하기”를 

누르십시오. 거기에 이메일과 성함을 적어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 ywam.org에서 한국어 외의 다양한 언어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ywam.org/theinvitation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태국어, 힌디어가 있으면 

필요한 언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대화하는 것에 참여해 주십시오.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facebook.com/youthwithamission에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ywam, 해시태그 

#praywithywam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같은 해시태그 #praywithywam를 사용하여 

사진을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 이제 초대(the Invitation)를 팟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를 듣고자 한다면 

ywampodcast.net/prayer에 가셔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 YWAM의 기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인도를 주시는 것을 느끼신다면 prayer@ywam.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ranslated by Joshua K. Kim/ Planning Department, UofN Jeju) 

mailto:prayer@ywa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