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1 월 14 일 - The Invitation  (초대)
주제: 불교권을 위한 15 일 기도

 

전 세계 YWAMer 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진출처: worldprayerguides.com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불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종교로써 그 인원이 세계인구의 6.9%가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불교권을 위한 기도 포커스는 전세계 크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1 월 28 일부터 2 월 11
일까지 불교권에 대해 배우고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불교는 특유의 복잡하고 때때로 혼란스러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성육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롭게 보고 듣고 이해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YWAMer 들이 1 월 14 일 The Invitaton(초대)라고 불리는 기도의 날에 불교권을 위한 무브먼트와 
불교인들을 위한 15 일 기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만약 몇 분밖에 기도할 수 없다면 
전세계의  불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또한 전세계 매년
불교권을 위한 기도 포커스 (1 월 28 일~2 월 11 일, 구정이 시작되는 2 월 12 일 전 )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https://worldprayerguides.org/buddhist-prayer-guides/ ) 

https://worldprayerguides.org/buddhist-prayer-guides/


사진출처: thegreatcourses.com

기도를 준비합시다:

불교가 다수인 나라들에는 매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약 86%의 불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나눠본적이 없습니다 (https://www.prayercast.com/buddhism.html). 
그러나, 마태복음 17:20 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Invitation 기도 중에 여러분은 불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다 주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일꾼들과 지역 교회들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1. 마태복음 17:20 을 묵상하십시오. 

2. 이 약속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3. 불교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전세계에서 일하도록 당신의 믿음의 씨를 결단하십시오. 

 https://www.prayercast.com/buddhism.html 비디오를 보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함께 해 주십시오.  

불교권을 위한 기도
 

 기도를 시작할 때 불교인들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지 그들의 방법들을 이해하며 
기도하십시오. 

o 불교도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많은 영들과 신들을 믿습니다. 그들은 보살들과 영적
교사들을 존경합니다.  

o 불교도들은 좋은 영과 나쁜 영, 죽은 조상의 영을 포함, 이 존재들을 믿으며 이들이 모두 
탄생과 죽음, 재탄생의 윤회의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o 불교는 믿음만이 아니며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승려들에게 자선을 베풀거나 절에 헌금하는 
것은 중요하고 전통적인 불교의 행위입니다. 

o 불교는 영생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끝없는 환생– (삶과 죽음)을 믿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갈망합니다. 

https://www.prayercast.com/buddhism.html
https://www.prayercast.com/buddhism.html


 많은 경우 불교도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분의 댓가 없는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기적적인 치유와 은혜의 계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14)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는 불교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불교도들로부터 배우고 비록 거절과 고난을 당한다고해도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를 
성령께로부터 배우십시오. (요한복음 14:15-21) 

 불교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지 알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18-25) 

 가장 많은 불교도들의 인구를 가진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국, 태국, 일본,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폴, 라오스, 네팔, 대만, 홍콩, 부탄, 마카오, 몽골리아. 
(각 나라들을 위한 기도 포인트들은 https://www.operationworld.org/countries-alphabetically 
에서 찾아보십시오.) 

 불교권을 위한 기도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교회와 개인들이 불교권을 위한 15 일 
기도가이드를 이용하여 불교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입게되고 의도하지
않아도 그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다. ”

(E.M. 바운즈)

행동하십시오

 세계적인 운동에 동참하십시오. 불교권을 위한 15 일 기도가이드를 지금 구해서 1 월 28 일부터 2 월 
11 일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https://worldprayerguides.org/buddhist-prayer-guides/  (이 
기도가이드를 가지고 연중 언제든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1 월 28 일부터 2 월 11
일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지역이나 멀리있는 불교도들을 찾아보십시오. 

 기도 정보를 포함하여 불교권에 대한 정보는 https://www.prayercast.com/buddhism.html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불교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불교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불교도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불교권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불교도들과 대화를 나누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태국 선교사였던 존
데이비스의 저작, “Pole Apart”를 읽어 보십시오. 이 책은 무료 PDF로 이곳:  
https://www.thaimissions.info/gsdl/collect/thaimiss/index/assoc/HASH0844.dir/doc.pdf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불교권을 위한 세계 기도 가이드는 매해 출판됩니다. 세계 기도 가이드는: 
h  ttps://worldprayerguides.org      에서 주문할 수 있으며 다른 그룹을 위한 기도나 많은 언어로된 
기도 가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4 월/5 월), 힌두 (11 월): 
h  ttps://worldprayerguides.org/categories   

https://worldprayerguides.org/categories
https://worldprayerguides.org/categories
https://www.thaimissions.info/gsdl/collect/thaimiss/index/assoc/HASH0844.dir/doc.pdf
https://www.prayercast.com/buddhism.html
https://worldprayerguides.org/buddhist-prayer-guides/
https://www.operationworld.org/countries-alphabetically


 이들 기도 가이드를 만드는 단체에 대한 정보를 더 찾거나 세계 기도 가이드 단체를 후원할 수 있는지 
찾아 보십시오.  https://worldprayerguides.org/about-us/; 
https://worldprayerguides.org/donate/; https://worldprayerguides.org/contact/. 

 facebook.com/youthwithamission 에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한 사진이나 글을 남겨주세요. 

 twitter.com 에서 #praywithywam 를 검색하여 기도시간과 사진을 트위트해 주십시오. 또한 같은 
해시태그 #praywithywam 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prayer@ywam.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법륜, 다르마의 심볼,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석가의 가르침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20 년 12 월 창조세계 돌보기 
 “창조세계 돌보기” 자료를 정리한 팀(워킹그룹)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의 

시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나가있는 
YWAM 지부들이 지구를 돌보는 방법을 주께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지역에서 본보기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워킹그룹은 그래스고브(Glasgow)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컨퍼런스 COP26 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https://ukcop26.org. 중요한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중보하며 아웃리치를 준비할 
YWAMers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이곳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https://ukcop26.org/
https://worldprayerguides.org/contact/
https://worldprayerguides.org/donate/
https://worldprayerguides.org/about-us/


https://www.climateintercessors.org

2020 년 11 월 - 아이티

 YWAM 스위스 윌러 베이스에서 The Invitation 을 통해 아이티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2 월 11 일  외로움 – (Loneliness)

달라이 라마 사진  출처: theguardian.com

The Invitation 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업데이트에 신청하십시오. uofnjeju.org 제주열방대학 홈페이지 상단에서 “구독하기”를 
클릭한 후 이메일을 적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언어로 기도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ywam.org/theinvitation 로 
가십시오. (현재 스페인어, 포루투갈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타이어, 힌디어, 독일어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언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youthwithamission 에 내용을 올리시거나, Twitter @ywam, 해시태그 
#praywithywam 에서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같은 해시태그 
#praywithywam 를 사용하여 사진와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https://www.climateintercessors.org/


 이제 The Invitation 을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독하거나 에피소드를 듣기를 
원하시면  ywampodcast.net/prayer 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YWAM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이나 인도하심을 주신다면 
prayer@ywam.org  로 연락해 주십시오. 

mailto:prayer@ywa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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