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네덜란드의 기독 학교들이 100년 이상 나라의 지원

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

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게 하소서. (딛 2:1) 

26. 페로 제도의 주민 5만 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

다. 18개의 섬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공동체 의식을 갖

고 하나되게 하소서. (골 3:14) 

27. 러시아 여성들이 소망의 여인들 프로그램의 애청자

가 되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소서. (시 34:18) 

28. 스위스의 젊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벧전 2:2) 

2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

에서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국

가를 위해 결정을 내릴 때 지혜 주소서. (롬 12:18)  

30. 종교를 거부하는 체코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알게 하소서. 다음 세대로 신앙

이 전수되게 하소서. (전 12:1)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1. 3 월 1 일 날짜로 시행된 중국의 ‘인터넷종교정보서

비스관리방법’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양육 활동이 모

두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위축된 중국 내 탈

북 여성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적절한 방법을 찾게 

하소서.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북한의 계속된 미사

일 발사 시험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

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없게 하소서. 러시아와 우크

라이나 TWR 사역자들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라

디오 방송이 양국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그리고 평

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3. 북한 내부의 코로나 19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

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격리와 견디는 것 외에는 달

리 치료법이 없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속히 종료되게 하소서. 국제 간 교류와 함께 북

으로 들어가는 국제 통로가 속히 다시 열리게 하소서 

4.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북한이 어려울 때 더욱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부 지원의 손길도 닿기 어려운 상

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북한의 주님의 백성들에

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소서.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안

전하게 하소서. 

 

 

 

 

 

 

 

 

 

 

 

 

 

 

 

 

 

 

 

 

 

 

 

 

 

 

TWR Korea 북방선교방송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5, 월드빌딩 6층 

전화 (02)886-5671 / 이메일 phkorea@twrk.or.kr 

 

매월 발행되는 소망의 여인들 기도달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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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4. 

카메나 지역 여성들을 위한 기도 

CAMENA 는 중앙아시아(Central Asia), 중동(Middle East), 

북아프리카(North Africa)로 구성된 지역을 TWR 이 짧게 

줄여서 만든 이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때로 불법이기 때문에 구속되거나 심문을 당하고 

수감되기도 합니다. CAMENA 지역의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배워왔습니다. 소망의 여인들 

방송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소망의 여인들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구독하는 러시

아 여성 중 많은 수가 난임 때문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여 주소서. (시 119:76) 

2. 알바니아의 과부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주고 

마음의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도와줄 사람을 보내 주소

서. (시 68:5) 

3. 덴마크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

게 하소서. 어머니, 할머니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하나님

의 생명 전할 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잠 7:1-3) 

4. 이탈리아 난민과 망명에 관한 제도를 통해 온 여성들

의 고통을 돌아보소서. 당국이 의료, 심리 및 법률 서비

스를 제공하고 알맞은 조치를 취하게 하소서. (시 56:8)  

5. 스웨덴 소녀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범죄의 피

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소서. (잠 4:23) 

6. 세르비아 소망의 여인들 팀이 여성의 영적 삶에 영향

을 끼칠 좋은 방법을 찾도록 지혜와 창의력을 주소서. 

방송과 기도 달력을 통해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

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돕게 하소서. (엡 4:15) 

7. 노르웨이 기독 여성들이 바쁜 삶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게 

하소서. (마 6:33)  

8. 성적 학대와 근친상간에 노출된 그린란드의 소년, 소

녀들을 보호하소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존중과 사랑

으로 보살피게 하소서. (엡 6:4)  

9. 프랑스에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긍정적이고 경건한 내용의 

방송이 전국으로 뻗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엡 3:20-21) 

 

 

10. 5월에 독일 의회에서 “감춰진 보물” 오디오 드라마

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사회 복지사와 기관들이 인신

매매 방지를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소서.            

(마 13:44)  

11. 네덜란드의 새 정부에서 일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공중 보건, 주택 및 의료 윤리에 관한 중

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시 72:1-20) 
 

 

 

12. 불가리아의 집시 여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자신 앞에 놓인 사회적, 교육적 장벽

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눅 18:27) 

13. 핀란드와 스웨덴의 성도들이 소망의 여인들 사역을 

위해 후원하도록 마음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

양을 올려드립니다. (눅 6:38) 

14.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크로아티아 여성

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좋은 직업을 얻게 하소

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소서.   

(빌 4:19) 

15. 포르투갈 소망의 여인들 팀이 동일한 마음과 비전

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르투갈 여성을 섬

기는 데 필요한 재정과 사역자를 보내 주소서. (빌 2:2) 

16. 페로 제도에 사는 이주민 여성들이 공동체에 잘 흡

수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인

도하소서. (출 23:9) 

 

 

17. 루마니아 여성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가정에 음

식과 생필품을 제공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

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

소서. (요 11:25) 

18. 스페인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립되고 외

로워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 해결되지 않은 슬

픔을 위로 받게 하소서. (요 14:27) 

19. 스위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알고 싶은 마

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도록 마음을 

열어 주소서. (사 26:9) 

20. 여성을 상품처럼 사고 파는 일에 연루되어 있는 사

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안

에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사 1:16) 

21. 알바니아 감옥에 수감된 여성들을 섬기는 모든 이

에게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소서. 수감자들이 예

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소서. (히 13:3) 

22. 노르웨이 여성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사

랑과 선하심을 알게 하소서. 수치와 죄책감, 거절로 상

처입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롬 8:1)  

23. 프랑스 학생들의 마음과 감정을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

게 하소서. (시 100:3) 

24. 정신적 폭력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여성들을 치유

하소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피

난처를 찾게 하시고 적절한 치료도 받게 하소서.          

(요 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