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을 위한 30 일 기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 인구는 전 세계에 180 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매년, 무슬림들은 라마단을 기념합니다. 경건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라마단은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올해 라마단은 4 월 24 일부터 5 월 23 일로, 교단 선교부 Resonate Global Mission 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0 일 기도 가이드를 영문 버전과 한글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소그룹,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독교 예배 모임에 영향을 주고 있듯, COVID-19 은 무슬림들의
라마단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나 기도를 드리거나, 교제를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매우 외롭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DAY 1: Friday, April 24
어제 저녁 공식적인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
예수님 꿈과 환상을 봅니다.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2: Saturday, April 25
요한복음 6 장 35 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오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하며 굶주리고 목이 마를 텐데, 그들이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3: Sunday, April 26
이슬람에서는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무슬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애쓰는 짐에서 해방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4: Monday, April 27
이슬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라마단 기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5: Tuesday, April 28
이슬람에 대해 의구심을 갖으면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두려움 때문에 이슬람을 따르는
무슬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을 내어 쫒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경험케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요한 1 서 4:18)
DAY 6: Wednesday, April 29
이슬람 국가 정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독교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기독교가 성장하도록 허락할 수 있도록 국가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신앙에 의구심을 갖는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DAY 7: Thursday, April 30
자신들의 신앙에 의구심을 갖고 기독교에 대해 궁금해 하는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크리스천들과 연결시켜주셔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 배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8: Friday, May 1
성경을 처음으로 읽거나 연구하는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사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9: Saturday, May 2
예수님이 구원자되심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믿지 못하는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을을 도와주옵소서. 혼란스러운 것을 명확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떼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오 이겨낼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슬림이었던 신자들을 위한 기도
DAY 10: Sunday, May 3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인 전 세계의 많은 무슬림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시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DAY 11: Monday, May 4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라마단은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들이 이슬람
가족과 친구들와 아직 함께 혹은 가까이 살고 있다면, 특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새로운 크리스천들에게 힘 주시고 만일 사람들이 그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물을 때 지혜를 주사 잘 대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12: Tuesday, May 5
어떤 곳에서는 무슬림이었던 크리스천들이 그 새로운 신앙으로 인해 차별과 협박과
폭력을 당합니다.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13: Wednesday, May 6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담대함과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14: Thursday, May 7
무슬림이었던 크리스천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15: Friday, May 8
핍박과 폭력으로 인해 교회로 모이거나 교제할 곳이 없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커뮤니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슬림과 일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을 위한 기도
DAY 16: Saturday, May 9
중동에서 무슬림과 함께 일하고 있는 교단 선교부 Resonate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관계, 믿음에 대한 좋은
대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17: Sunday, May 10
서아프리카에서 Resonate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무슬림 배경의 Fulani 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Fulani 족이 특별히 이 라마단 기간 동안 복음의 진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18: Monday, May 11
캐나다와 미국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는 Resonate 파트너 교회 개척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커뮤니티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19: Tuesday, May 12
캐나다와 미국에서 무슬림 학생 사역을 하는 Resonate 파트너 캠퍼스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20: Wednesday, May 13
독일 베를린에서 무슬림 이민자들과 난민들 사역을 하고 있는 Resonate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21: Thursday, May 14
교단 사역부 Resonate 내, Journeying into Friendships Network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들은 무슬림들을 포함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들을 통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22: Friday, May 15
British Columbia 에서 무슬림 배경의 사람들 사역을 하는 Resonate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찾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시다!

DAY 23: Saturday, May 16
중앙아시아에서 무슬림 학교와 비영리 단체 등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Resonate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크리스천들의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DAY 24: Sunday, May 17
크리스천들과 무슬림 간 높은 긴장이 있는 지역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슬림들과 크리스천들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사 무슬림들이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25: Monday, May 18
캐나다와 미국의 많은 무슬림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26: Tuesday, May 19
CRC 교단 멤버들이 무슬림 이웃들과 자신감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Resonate 사역부 Salaam 2.0 사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북미주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길을 열어 주사 무슬림 이웃, 친구, 직장 동료들과 연결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27: Wednesday, May 20
무슬림들과 종교간 대화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는
크리스천들이 무슬림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영적 여정에 대해 더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또한 진정으로 증거 할 수있는 기회입니다.

DAY 28: Thursday, May 21
혹시 아는 무슬림이 있습니까? 그들이 에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무슬림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아는 무슬림이 없다면 하나님께
무슬림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DAY 29: Friday, May 22
무슬림 이웃들에게 다가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CRC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부르심에 헌신한 교회의 목회자, 리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DAY 30: Saturday, May 23
라마단이 끝날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30일간의 금식과 기도에서 일상으로의
전환은 혼란스러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이 라마단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슬림 이웃들에게 다가가기 원하십니까? 교단 선교부 Resonate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지경이 넓어지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www.resonateglobalmission.org 을 방문해 주세요.

출처: https://network.crcna.org/global-mission/30-days-prayer-musli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