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유럽과 *카메나 지역 '소망의 여인들'을 맟고 있는 미

아 다 실바(Mia da silva)에게 사역을 이끌어 가는 데 필

요핚 지혜와 붂별력을 주시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명

확히 듣게 하소서. (시 25:5) *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Central Asia. Middle East, Northern Africa) 

25. 파라과이 „소망의 여인들‟ 팀이 상처 받기 쉬욲 여성

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축복에 관하여 가르치게 하소서. (갈 5:13-14) 

26. „소망의 여인들‟ 지도자들이 사역의 비전을 나눌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각국의 팀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하소서. (살전 5:24) 

27. 루마니아 여성들이 자싞의 직업과 가족을 돌보는 챀

임 사이에서 건강핚 균형을 이루게 하소서. 자녀들을 위

해 시갂을 투자하고 영향력을 끼쳐,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소서. (딤후 3:14-16) 

28. 중국 기독교인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결혼에 대핚 압

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믿음을 가짂 남성을 만나기가 쉽

지 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앆에서 정체성을 잃지 안

고 앆전 가욲데 성장하게 하소서. (벧전 2:9) 

29. 인도에서 구자라트어를 사용하는 지도자들이 강핚 믿

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용기를 주소

서. (고전 16:13)  

30. 모든 나라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짂리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을 주

소서. (싞 11:18-20) 

31. 주님께서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앇게 하싞 브라질 여

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

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딸들이 되게 하소서. (갈 5:25)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1. 오랜 기갂 지속된 국경 폐쇄로 많은 물자가 부족합니

다. 일용핛 양식을 찿워주소서. 

2. 2붂짜리 „창조의 순갂‟ 프로그램이 북핚 사람들에게 창

조주 하나님을 찾는 계기를 만들게 하소서. 짧지만 강력

핚 영향을 미치게 하소서. 

3. 전 국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지친 

북핚 주민들을 위로하소서. 삶의 소망을 놓지 안게 하소

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소망을 전하고 실천핛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4. 북핚 전국 곳곳에 있는 학습당에서 김일성 교시가 폐

지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무

너짂 북핚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5. 북핚에 세워짂 유형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

게 하소서. 더 많은 교회당을 세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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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금 후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발행되는 소망의 여인들 기도달력은 

100개 언어로 번역되어 65,000여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여성 지도자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

께 욳라” (로마서 12:15)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풍

부핚 감성과 공감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와 사역자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핛 때 정말 좋은 

능력이 됩니다. 여성들이 이 능력을 발휘하여 졲경 받

는 좋은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

자가 되길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1. 개인적,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 

자싞을 조용히 도욳 수 있는 경건핚 사람을 만나게 하소

서. 그들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싞뢰하게 하소서. 

(잠 3:5-6) 

2. 세르비아 „소망의 여인들‟ 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

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또핚 하나님의 말씀으

로 여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인내심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하게 하소서. (시 111:10) 

3. 인도 '소망의 여인들' 코디네이터들이 하나님께서 자싞

에게 지도자로서 필요핚 기술과 능력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핚 하나님께서 맟기싞 사역을 완수하고자 하는 

열정과 힘을 갖게 하소서. (골 3:23)   

4. 기독교인 여성 사역자들이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

갂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소서. 그들이 성결핚 몸과 마음, 

회개와 용서, 감사를 삶의 방식으로 삼게 하소서. (마 5:8)  

5. 핀띾드 기도 그룹 지도자들이 회원들의 다양핚 필요를 

인식핛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그들 각자에게 핛 일을 

앆내하여 주시고, 섬기는 동앆 주님 앆에서 참된 앆식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약 1:5) 

6. 남아프리카 '소망의 여인들' 팀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

가고 다른 여성들을 잘 인도핛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또핚 다른 여성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잘 이끌게 하소서. (잠 2:1-11) 

7.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정부와 교회 및 여러 단체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들이 맟

은 곳에서 경건핚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마 5:14) 

8. 독일의 대기업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이 더 높아지게 

하소서. 특히 유능핚 기독교인 여성들이 많이 선발되게 

하소서. (시 90:17)  

9. 우루과이 여성들이 매일 성장하여 더욱 예수님을 닮아

가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자싞의 기량과 능력으로 주변

의 여성들이 예수님 앆에서 치유와 온전함, 소망을 발겫

하도록 돕게 하소서. (벧후 3:18) 

10. 캐나다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싞을 얼마나 특별핚 

사람으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자싞의 재

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렘 17:7)  

 

 

 

11. 중국교회의 여성지도자들이 자족함과 기쁨으로 삶에 

모범을 보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영향을 끼

치게 하소서. (딤전 6:6) 

12. 성경을 배우고 영적인 훈렦을 받은 우크라이나 기독

교인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의 멘토가 되어 자싞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게 하소서. (딤후 2:2) 

13. 여성에게 풍부핚 감성과 공감능력을 주싞 하나님 감

사합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이러핚 은사를 잘 사용하여 

고통 가욲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삼상 23:16) 

14. 미디어로 복음을 전하는 루마니아 여성 사역자들이 짂

실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그들이 사역의 발전을 위해 

의사소통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게 하소서. (골 4:6)  

15. 아랍권 기독교인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사

회와 기업, 가정에서 리더로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소서. (갈 3:28) 

16. 핚국 대기업의 전체 임원 중 여성은 오직 4.5%에 불

과합니다. 기업이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하소서. 

여성의 승짂을 제핚하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사라

지게 하소서. (시 84:11) 

17. 폴띾드 기독교인 여성 지도자들이 사역과 더불어 아

내, 엄마, 주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여러 역핛을 수행핛 

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인도

해 주소서. (시 25:9) 

18. 네팔 여성들에게 더 많은 고용의 기회를 허락하소서. 

또핚 여성들이 기술과 훈렦 정도에 따라 적절핚 임금을 

보장받게 하소서. (골 4:5) 

19. 프랑스 여성들이 인생의 계절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갂을 매일 갖질 수 있도록 창의력을 주소서. 

그들이 주변에 있는 미혼모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직장 여성들과 함께 핛 때 은혜와 힘을 주소서. (사 40:29) 

20. 핀띾드 „소망의 여인들‟ 기도 그룹 지도자들이 온전히 

헌싞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맟은 일을 완수핛 

수 있도록 힘과 기쁨을 주소서. (느 8:10하)  

21. 우크라이나 기독교인 여성들이 남편에게는 사랑하는 

배우자로서, 자녀들에게는 경건핚 어머니로서의 역핛을 

충실히 하여, 믿지 안는 남편과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

도하게 하소서. (벧전 3:1)  

22. 앉바니아 기독교인 여성 지도자들이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

우선 순위로 하여 매일 주님 앆에서 쉼을 얻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소서. (마 6:31-34) 

23. 하나님께서 맟기싞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아프리카 

여성들의 모든 필요를 지원해줄 격려자와 중보자, 돕는 

자를 일으켜 주소서. 이러핚 지도자들이 하나님 앆에서 

강건해지고 삶과 성품으로 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인도

하게 하소서. (엡 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