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26 기후 정상회의를 위한 기도 
 
The Invitation, 2021 년 10 월 14 일  

 
11 월 첫 두 주 동안 거의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UN 

기후변화 협약을 위해 스코틀랜드 글로스고에 모입니다. 

26 개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26)는 영국이 

개최하는 국제 대회 중 가장 큰 행사로 약 3 만 명 가량이 

참석합니다. 교황과 여왕,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정책 

전문가, 외교관, 과학자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YWAM 사역자들은 현장을 걸으며 기도해 왔으며 영국 

YWAM 도 행사 기간 동안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행사를 전 세계 회복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는 the Invitation(초대)이라고 

불리는 YWAM 의 기도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기도하시거나 10 월 14 일 기도의 날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주제 제안: JP (벨기에), 작성: 벤 리차드, 필 수마톤, 크리스티 수마톤, 영국 팀, 사진: COP26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YWAM 사역자들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1. 하나님께서 이번 컨퍼런스를 우리 세계에 치유를 가져오시는데 사용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맡겨 주신 땅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 주제는 어떤 이들에게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는 특별히 

가난한 지역 국가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안으로써 신속하고 실제적인 협약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대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전세계 교회들이 우리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이익을 위해 축복받은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 만대에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돌아간다.”  (잠 13:22, 

쉬운성경)     

2. 협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진리가 빛으로 임하고 속임들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통역과 소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소수의 

대표가 참석하는 가난한 국가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도움을 얻도록 기도하고, 나라들 사이의 겸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라들 사이의 화해를 위해, 기후 변화에 다양하게 영향받은 국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3. 글라스고 도시를 축복하십시오. COVID-19 상황 속에서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과 의전 및 보안을 

준비하는 도시 지도자들과 시민들을 위해 기도합시오.   

4. 글라스고 주민들, COP26 대표들, 시민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YWAM 의 거리 전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어느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져다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 11 월 1 일부터 12 일까지 여러분의 시간대로 매일 정오에 COP26 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초지(숲)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땅과 인류, 우리의 창조주 사이의 화해와 공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 줄 것이다.” (대하 7:14, 쉬운성경) 

  

The Invitation 과 함께 하십시오.  

Invitation(초대)라고 불리는 YWAM  기도의 날에 대해 알아 보기 원하신다면 

ywam.org/theinvitation 을 방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을 

prayer@ywam.org 에 알려 주십시오. 또한, The Invitation 을 위한 기도 주제를 

제안하기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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