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기도와 금식의 날   2022년 1월 12일 

 

찬 양-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정의: 하나님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다. 

        속성: 넘어지지 않는 힘 

- 말씀: 시편 93:1; 역대상 16:27; 시편 68:28; 시편 138:3 

 

시편 93:1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대상 16:27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시편 68:28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138:3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고 백 (침묵으로 고백)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전 3:13) 

 

감 사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시편 59:16) 

 

중 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눅 10:27) 

 

학교 학생회/ 교사/ 직원들을 위하여  

신자일 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 105:4) 

 

불신자일 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9) 

 



학교 주요사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대상 16:28) 

영적각성, 부흥, 성경적 가치와 높은 도덕적 표준으로 교육하도록, 안전, 그 외… 

 

MIP 본부를 위한 기도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시편 59:17)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축복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2:16-1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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