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모퉁이돌선교회 월요기도모임 기도제목(2022.6.13)
1. 선교사> 코로나 19 로 선교지로의 복귀가 원할하지 못해 애태우는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이 하루 속히 선교 현장을 오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저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2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해 온 형제자매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서진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현장에서 보내온 일꾼의 감격 어린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수많은 장벽이 놓여 있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늘도 전도에 생명을 거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전진하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6 장 12 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굳게 붙들라 이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다” 하신 말씀처럼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들과 현지 일꾼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핑계 삼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장벽을 뚫고 주께로 돌아오는 성도의 수를
더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선교지로의 복귀가 원할하지 못해 애태우는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이
하루 속히 선교 현장을 오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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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배달> 환난 중에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과 의약품도 부족함 없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기도를 요청합니다. 북한에 코로나 발생으로 북한 내 지하교회와 성도들의
보호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백성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도록, 특별히 훈련하여 파송한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하루 속히 문이
열려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보낸 긴급
기도입니다. 지난 4 월 25 일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 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성도들의 보호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32 편 7 절에 “당신은 나의 은신처이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이다” 하신 말씀으로 환난을 당한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 감염 사태를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오니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의약품도 부족함 없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속히 코로나 사태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북한의
국경이 열려 주민이 자유로이 오가며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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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5 회

선교컨퍼런스가

미주지역에서는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내로 받고 온유함으로 북한 땅에서 숨죽이며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 65 회 모퉁이돌 선교컨런스가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7 월 18 일(월)부터 21 일(목)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65 회 선교컨퍼런스는 선교 특히 북한 선교에 관심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 장 5 절에 “복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하니 마침내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미주지역 회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모여서 65 회

선교컨퍼런스가 진행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목마른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강의를
듣고

선교현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선교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사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으시는 선교컨퍼런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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