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통일을 위한 기도 
The Invitation (초대), 2021년 11월 11일  

1945년 한국의 분단은 원래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인위적인 가족들의 

분리는 거대한 문화, 경제적 분단으로 약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부정하는 정권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염원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통일의 비전을 주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될 The 

Invitation(초대)이라고 불리는 기도의 날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잠시 기도하시거나 11월 

11일 기도의 날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주제 제안: 데이비드 콜 (뉴질랜드), 기도자료: 21일 기도 가이드 (YWAM Korea), 사진: 북한 평양 (토마스 에반스, 

Unsplash.com) 

 

기도를 시작할 때 손을 들고 손가락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1. 소지(새끼 손가락): 이 손가락은 가장 작고 약한 손가락입니다. 남북한의 힘을 상실하고 변화를 

일으킬 여력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최근 북한내 식량부족 상황에 대해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 힘을 얻고 소망 중에 격려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그들과 함께 서십시오.    

2. 약지(Ring finger): 이 손가락은 헌신과 언약의 상징입니다. 남북한 사이의 관계의 언약들의 

갱신과 남북한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양자 간의 미움과 두려움에 대적하며 기도하십시오. 

남북한 간의 관계 교류가 증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남북한 간의 독특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추구하고자 길을 인도하는 정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Korea의 통일에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 (특히,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3. 중지(Middle finger): 이 손가락은 가장 큰 손가락입니다. 리더십과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결정이 통일의 문을 열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과 함께 서고 미래의 기초가 되는 결정을 하는 경건한 지도자들을 

일으키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최룡해, 황병서, 박봉주, 

김영남,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4. 검지(Pointer finger): 이 손가락은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부르심 안에 

용기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 기도와 행동을 통해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소지하거나 기독교인으로 알려질 경우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5. 엄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손가락입니다. 엄지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남북한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함께 여러분의 심령이 정렬될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아마도 앞으로도 이 손동작이 기억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할 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두 Korea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 10월 14일 – COP26 기후 컨퍼런스  

베트남에 있는 한 YWAM 팀은 “놀라운 기도시간”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들은 주최측과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떠오르는 세대가 창조주이시며 여전히 다스리시는 소망의 

하나님의 계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The Invitation과 함께 해 주십시오. ywam.org/theinvitation에서 

The Invitation이라고 불리는 YWAM의 기도의 날에 대해 더 

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prayer@ywam.org에 

알려주십시오. The Invitation을 위한 기도제목을 추천하기 원하시면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mailto:prayer@ywa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