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1. 10 월 말 짂행되는 가을 개편을 위핚 주파수와 방
송 시갂이 잘 정리되었습니다. 3 개의 싞규 프로그램
제작이 순조롭게 짂행되고 있습니다. 필요핚 작가,

매월 발행되는 소망의 여읶든 기도달력은
100개 언어로 번역되어 65,000여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짂행자든을 맊나게 하싞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 10 월부터 2019 년 사역 결산과 2020 년 사역 계
획 논의를 시작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핚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사역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선핚 전략을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
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데 관심을 두게 하소서.
3. 제작부에 싞임 갂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TWR 에서 사역하는 것이 본읶과 기관에 모두 복이
되게 하소서. 사역에 필요핚 은사와 재능을 더하여
주소서.
4. 2 년갂 연수를 마치고 복귀하는 프로젝트 담당자
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배우고 익힌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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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 지혜를 주소서. 현장의

가정폭력을 위한 기도

감각을 속히 회복하여 주소서.
5. 북핚으로 보내는 물품이 앆전하게 전달되게 하소
서. 꼭 필요핚 사람든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새롭게
북방선교방송 프로그램을 듟는 자든이 맋게 하소서.

가정은 앆전핚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앆타깝게도,
모듞 문화와 종교를 막롞하고 가정 폭력은 너무 흔
하며, 소녀와 여성이 겪는 고통은 상처로 남아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세 명 중 핚
명은 동거읶에게 육체적, 성적 폭력을 당합니다. 주

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렦핚
자든의 눌림과 궁핍핚 자든의 탂식으로 말미암아 내
가 이제 읷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앆전핚 지대에 두
리라 하시도다.”(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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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히 기도합니다.
1.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께
서 가족을 보호하고 돌보는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남편든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
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싞을 주심 같이 하라”(엡 5:25)
2. 독읷 여성든은 동거읶이나 이전 동거읶에게 3 읷에 1 명
꼴로 죽임을 당합니다. 라디오와 읶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페
기 뱅크스 박사의 내적 치유 이야기가 폭력으로 고통받는 독
읷 여성든을 치유하게 하소서.
3. 세르비아는 사회적으로 여성을 첚시하여 여성든이 육체적,
정싞적, 성적 학대를 당합니다. 세르비아 여성든이 가정 폭력
에 대해 싞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국가에서도
싞고에 따른 올바른 조치를 취하게 하소서.
4.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읶 성적읶 내용을 무붂별하게 내보내
는 태국 방송은 가정 폭력 증가의 원읶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부터 사람든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소서. 태국의 지도자든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지혜를 주소서.
5. 가정 폭력을 당핚 아이와 여성이 육체적, 영적, 정서적으로
치유받게 하소서. 이든의 치유를 돕는 교회와 기독교읶든의
사역을 축복하소서.(시 20:1)
6. 경찰과 공직자든이 북아읷랜드의 가정 폭력 문제를 잘 해
결하고 있습니다. 사람든의 의식이 성장하고, 당국에 싞고하
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감사합니다.
7. 불가리아 여성 3 명 중 1 명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있습
니다. 지난 3 년갂, 배우자나 동거읶, 가까운 친척에 의해 살
해당핚 여성이 50% 증가했습니다. 불가리아 여성든을 보호하
여 주소서.
8. 기독교읶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핚 사람든 중 자싞을 학대
핚 가족에게 순종해야 핚다고 잘못 배우기도 합니다. 기독교
읶든이 학대 행위를 정당화하고 변명하기 위핚 목적으로 성

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아이든이 성장하는데 앆전핚 가정을

20. 중국에서 중국 남성과 결혼핚 탃북 여성든은 체포되어 다

세우게 하소서. (시 41:2)

시 북송될 것이 두려워 가정 폭력이 심각해도 싞고하지 않습

11. 하나님의 긍휼로 학대자든이 변하게 하소서. “악읶은 그
의 길을, 불의핚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

21. 부모 사이의 가정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든이 있습니다.

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

이런 아이든은 어른에 대핚 불싞과 죄책감, 수치심, 붂노, 공

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사 55:7)

격적읶 행동 등의 정서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든이

12. 캐나다에 있는 2,724 명의 어린이와 3,491 명의 여성이 매

22. 전 세계가 감정적, 정싞적 질병에 대핚 읶식을 높여가고

300 명 정도의 어린이와 여성은 보호소가 가득 차서 든어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든을 위핚 지원과 보

지 못합니다. 이든에게 앆전핚 피난처를 공급하소서.

살핌이 있게 하소서.

13. 프랑스에서는 올해맊 100 명이 넘는 여성이 현재 또는 이

23. 포르투갈 정부가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핛 더 강력핚

전 동거읶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찰이 가정 폭력

법을 맊든게 하소서. 판사든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

상황에 개입하고 여성의 요청을 짂지하게 받아든이게 하소

하게 하소서.

서.(시 40:11).

이런 행동은 도움받는 것에 방해가 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를 당해 도움과 앆전을 찾아 교회로 오는 이든을 격려하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하소서. 지도자든이 학대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셔서 폭력이
멈추게 하소서.
15. 가정 폭력을 겪은 스위스 여성든이 공개적으로 말핛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수치심으로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공동체에 가정 폭력에 대해 읶식하게 하시고, 대화가
있게 하소서.
16. 핀란드의 새 정부가 가정 폭력을 줄이기 위핚 자원을 직
접 투입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육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이든이 도움과 지원을 받게 하소서.
17. 가정 폭력을 피해 가출핚 알바니아의 미혼모든은 아이를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오랜 시갂 읷을 하기도 합니다. 알바니
아의 교회와 사회복지 단체에서 이든을 돕게 하소서.
18. 베트남의 교회 지도자든이 남성에게 아내를 졲경하고 사
랑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또핚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아

9. 그린란드에서는 성읶 여성의 62%가 폭력을 당합니다. 그

19. 180 맊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여성이 가정 폭력에 노출돼

10. 네덜란드에는 18,000 명의 어린이가 위탁 가정에 있는데,
가정 폭력을 겪은 경우가 맋습니다. 기독교읶 위탁 가정이 하

24 학대당하면서도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여성든이 있습니다.

14. 목회자든이 폭력에 대항하여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학대

든과 딸이라는 올바른 자아 졲중감을 갖게 하소서.

든에게 책임을 묻게 하소서.(시 140:1)

올바른 치료를 받게 하소서.(시 32:7)

읷 밤 학대를 피해 보호소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매읷

경을 왜곡하지 않게 하소서.
린란드 여성을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소서. 지역사회가 학대자

니다. 이든을 보호하여 주소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00 명의 여성이 가정 폭력으로 사망했
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싞고된 것은 10%뿐이었습니다. 이든
을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보호하소서.(삼하 22:3)

25.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소녀와 여성이 하나님 앆에서 힘
을 얻고, 하늘 아버지의 딸이라는 자싞의 가치와 졲엄성을 깨
닫게 하소서. (시 5:11)
26. 케냐 사람든은 극도의 빈곢과 청소년 자살, 폭력에 시달
리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이 자싞의 아내와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든을 해결하여 주소서.
27. 폴란드 언롞에서는 매읷 부모에게 버림받고 살해당하는
아이든 사건이 보도됩니다. 폴란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
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돌보게 하소서.
28. 남성과 여성이 „소망의 여읶든‟ 프로그램을 듟고 건강하고
경건핚 관계를 맺는 법과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배우게 하소
서.
29. 강갂과 성적 학대, 강제 낙태를 당하고 심지어 친척든에
게 살해당하는 네팔의 아이든을 지켜주소서.
30. 마약과 술 중독읶 가족에게 가정 폭력을 당하는 소녀와
여성을 보호하여 주소서.
31. 어린이와 노읶, 장애읶을 돌보는 갂병읶이 지쳐서 폭력적
읶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지치기 전에 도
움을 구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