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요, 거할 처소요, 방패요, 견고한 망대요,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9/ 23/ 59/ 61/ 91편)  
주님,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 교사, 관리자 및 교직원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주님께서 COVID-19 에 노출된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 주소서.
주님께서 COVID-19 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평안과 치료와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소서.
주님께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관리자, 교사 및 교직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의 수뇌부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학생, 교직원 및 학교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잘 내릴 수 있게 하소서.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학생들과 온라인 상에서 의사 소통하고 가르칠 때에 숙련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하소서. 
온라인 수업을 위해 자료가 필요한 각 학교들에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정전이나 소프트웨어 문제로 온라인 교육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일을 쉬고있는 사람들이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소서.  
학교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일과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소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학생과 부모가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도와 주소서. 
이제는 교사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부모에게 가르치는 기술과  자료와  인내심을 허락해 주소서.
학교에 가지 않는 동안, 학생들에게 식사와 약품과  의복이 공급되게 하소서.
학교에 가지 않는 동안, 학생들이 서로 교제하고 애정 어린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지내게 하여 주소서. 
학교에 가지 않는 동안, 학생과 학부모가 시간배분과 기타 활동을 할 때에 건전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각 학생이 필요한  온라인 수업을 위해  사용권한을 받게 하소서.
온라인 교육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유익한 수업이 되게 도와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교육 형식으로 학습할 기회를 놓치지 않
도록 도와 주소서.
집을 떠나 학교와 기숙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가족과 연락을 취하게 도와 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와, 특별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눈 여겨 보게 하소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우리 나라와 각 학교를 휩쓸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이웃,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소서.
이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소서.
믿는 자들이  자녀와 학교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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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가운데서 학교를 위해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