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을 위한 기도(김대영 목사 인도) 

회개기도 

(마무리기도:  

이두희 목사) 

1. 기도가 백사(百事)요 만사(萬事)임을 알면서도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2. 물질적 풍요속에서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놓치 않으려 했던 우리의 욕심들을 회개하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크신 일들을 생각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마음 

다해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간구기도 

(마무리기도: 

장유자 사모) 

1.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산들이 떨며 세상의 

대적자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2.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일하다가 사탄의 궤계에 속아 

넘어지고 엎어져서 어둠에 휩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임 광 목사 인도) 

워싱턴지역교

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마무리기도: 

한세영 목사) 

 

1.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애통하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

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워싱턴 지역에서 회복(부흥) 

& 기도(연합)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2. 워싱턴 지역의 영적인 리더들이 먼저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

며 합력하여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늘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3. 워싱턴 지역의 모든 교회, 가정, 직장, 학교, 사업장이 날마

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게 하옵소서! 

한국, 북한, 미

국의 교회를 

위한 기도 

(마무리기도: 

양수연 사모) 

 

1.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거룩성을 상실한 채 성공과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화에 물들어 두 주인을 섬긴 죄를 용서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갱신을 통해 온전히 회복 & 부흥 되게 하옵소서! 

2. 온갖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신앙을 지켜오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3. 세상의 흐름에 빠져 함께 무너져 가는 미국 교회들에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되, 미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침투해 있는 합리적 사고를 가장한 인본주의와 믿음을 가장한 

현세기복적 신앙이 미국 교회들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이성자 목사 인도) 

한국과 

북한을 위해 

(마무리기도: 

김해길 목사) 

1. 정치 군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주시사 속지 않게 

하시고, 국가 안보, 한미 동맹 강화, 시장 경제, 자유 민주주의 

수호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나되게 하소서 

2. 회개를 동반하는 부흥을 주사 한국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성 문화의 팽창을 

막아주시고   NAP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폐지되게 

하소서. 위축된 한국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공정한 언론 되게  

하소서. 

3. 김일성 주체주의 우상숭배 무너지고, 기독교 탄압 중단되게 

하소서, 북한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완전한 비핵화,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  굶주라는 북한 동족들에게 식량이 

공급되게 하소서. 속히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뤄주소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무리기도: 

정해순 권사) 

1.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상하국회의원, 연방 대법원 

판사, 국방및 군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내리게 하소서. 심각한 정치적, 인종간 분열의 영을 극복하고 

미국이 하나되게 하소서 

2. 미국에 부흥을 주사 인본주의 회개하고 미국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공립학교에 기도회, 십계명, 성경공부가 회복되게 하소서 

3.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한국과 미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선대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과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오 준 목사 인도) 

세계선교와 

선교사들 위해 

(마무리기도: 

지승남 선교사) 

1. 하나님은 주의 교회에 은혜를 베푸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특별하게 미개척, 미전도 

무슬림 지역과 공산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게 하소서 

3. 지구촌 모든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선교들 위한 기도의 부흥과 선교에 헌신하는 많은 

자들을 일으켜 주소서 

다음세대의 

믿음과 

가정회복을 위해 
(마무리기도: 

샤론송 선교사) 

1.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2.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3.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