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매매에 대항하는 기도 (Pray Against Human Trafficking) 

The Invitation(초대), 2021년 5월 13일  

 

강제 노동이나 성 착취를 위한 남성과 여성의 인신매매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비극입니다. 이 문제의 정도는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 프로젝트(Polaris Project)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4,030만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습니다. 유엔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는 조직범죄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범죄 산업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신매매에 열정적으로 

반대하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이번 

달에는 The Invitation(초대)이라는 YWAM기도의 날에 참여하여 

인신매매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5 월 13일에 우리는 이사야 61: 1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포로 자들을 위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 

 
주제 제안: 메트 피터슨(Matt Peterson, 미국) 기도자료:  G.K. 피어스(Pierce, 폴란드) 

(ankyrapublications.com). 

  

사진제공: 헤르메스 리베라( Hermes Rivera) 

 

 

 

1. 인신매매매 생존자들을 위한 기도: 인신매매에 휘말린 사람들이 그들을 묶는 사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유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공정하고 정직한 고용주가 직업과 훈련을 제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서할 힘과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2. 인신매매범들을 위한 기도: 인신매매범과 포주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다매색(Damascus) 도상 형태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행 22: 6-10). 그들이 회개하고 성매매를 그만두고 

노예로 잡힌 사람들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그 산업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요 8:32)  

 

3. 인신매매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갈라디아 6:9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악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용기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노동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4. 교회와 사회를 위한 기도: 음란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레스큐 프리덤 (Rescue : 

Freedom) 단체에 따르면, 9개 국가에서 성적으로 착취당한 여성의 49%가 성매매를 하는 동안 

음란물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포르노 사용을 중단한다면 포르노와 인신매매 산업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 통계를 고려하십시오. 목사 중 57%가 포르노 중독이 

회중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Barna 설문 조사, 2016). 18-24세 기독교인의 

76 %는 적극적으로 포르노를 찾습니다. (Barna, 2016); 교회에 다니는 남성의 68%와 목회자의 

50%이상이 정기적으로 포르노를 봅니다. (Pure Desire Ministries). 그리고 목회자의 7 %만이 

자신의 교회가 음란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Barna, 

2016). 포르노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성경적 결혼에 대한 재헌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레위기 20:26를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또한 다음에 

재헌신 하십시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3) 

 

그룹 기도를 위한 제안: 

그룹을 기도 요점에 언급된 각 범주 (생존자, 인신매매 범, 인신매매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교회와 사회)에 대해 

하나씩 네 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눕니다. 잠시 동안 당신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과 그들이 직면한 도전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누구를 대표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위의 기도 요점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1. 인식 확산: 당신의 교회, 학교 또는 조직에서 전문가를 초대하십시오. 소셜 미디어, 블로그 또는 

YouTube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2. 여러분이 조사한 반 인신매매 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지원 또는 기금 마련. 착취당한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쇼핑하십시오. (예: kairostraders.com).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십시오. 

기업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인턴십, 교육 및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하고 돕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방을 고려하십시오. 인신매매 범은 일반적으로 취약한 인구(예: 노숙자, 위탁 아동, 학대 상황 또는 

빈곤에 처한 사람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멘토링하고 지원합니다. 

4. 교회에서 포르노 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십시오. Covenant Eyes 

(covenanteyes.com)는 그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2021년 4월 (미얀마) 

 

1. 샨(Shan) 종족의 전 YWAM 사역자는 YWAM이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 태국 방콕 YWAM은 COVID-19에 의해 고립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립된/외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3. 스위스 YWAM 이베르든(Yverdon)은 미얀마 국가의 결렬된 틈에 서기 위해 줌을 통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4. 미얀마 안정을 위해 기도했다는 한국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초대(the Invitation)와 함께해 주십시오.  ywam.org/theinvitation에서 The Invitation(초대)이라는 

YWAM기도의 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또는, http://uofnjeju.org/uofnjejustory/) 기도하신 

내용을 pray@ywam.org로 알려주십시오. The Invitation에 대한 기도 주제를 추천하고 싶은 경우에도 

말씀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