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기도와 금식의 날        2021 년 1 월 13 일 

 

 

찬양: 승리하시는 하나님!  무찌르시고  이기시고  정복하시는 분. 

         (역대상 29:11, 시편 44:3-7, 고린도전서 15:54-57)  

침묵의 고백: 요한일서 5:3-4  

감사: 시편 118 : 15 -17 

중보: 시편 45 : 5 

1) 신자들을 위해    

(고린도후서 2 :14 )  항상 _____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_____이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사방에 풍기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 학생들, 교사들, 교직원들과 관리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인도하심과 지혜와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 다른 기도 제목들 

2) 불신자들을 위해  

( 로마서 10 :9)  _____가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3) 학교를 위해 

(로마서 16 : 20) 주님, 평화의 하나님, ________학교(대학교)에서 사탄이 곧 우리 발 밑에 짓밟히게 하소서.  

*주님! 승리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생들, 교사들, 교직원들과 관리자들에게 승리를 주소서! 

두려움, 외로움, 좌절, 자포자기, 절망, 불안, 자살충동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소서. 

분노, 괴로움, 증오, 불의, 악의, 험담, 뒷말, 소외, 배타, 폭력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소서. 

질병, 중독, 학대, 괴롭힘, 따돌림, 무시, 방치, 자해로부터 승리하게 하소서. 

옳지 않은  커리큘럼, 사탄의 거짓말, 혼동, 혼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소서. + 다른 기도 제목들 
 

*________학교에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찾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학생들, 교사들, 교직원들과 관리자들에게 영적 각성, 죄의 자각, 회개, 부흥의 복을 주소서. 

회복, 구조됨, 화해의 복을 주소서. 진리, 지혜, 분별력, 통찰력, 인도하심의 복을 주소서. 

용기, 지원, 보호, 기술, 기량, 이해력, 능력증대의 복을 주소서. + 다른 기도 제목들 

4)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 기도하는 엄마들을 더욱 더 보내 주셔서 온 세계의 모든 학교들을 기도로 덮을 수 있게 하소서.  

    더 많은 기도자료를 개발하여 세계의 엄마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재정후원자가 늘어나게 하소서.  

    MIPI 가 순수성과 연합을 지켜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각각의 엄마들이 주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주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려주게 하소서. 

축복 기도: 시편 2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