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WR Korea 북방선교방송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5, 월드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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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1. 원격 양육에 새로운 이탈자가 연결되었습니다.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상황에서 화상만으로 만나

는 것이 모두에게 낯섭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신뢰가 쌓이게 하소서. 숨어지내는 이탈자들이 한국 

목사님과 유엔 변호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

서. 더 많은 이탈자들을 만날 기회를 주소서. 

 

2. 북방선교방송과 협력하는 여러 사역자, 기관들과 

선한 동역을 이루게 하소서. 청취자와 탈북민을 위

한 최선의 전략과 협력을 이루게 하소서. 필요한 정

보가 적절한 시기에 교환되게 하소서. 

 

3. 5 월에 예정했던 아시아 여성 지도자 콘퍼런스

는 최근 코로나 19 의 전 세계적 전파의 영향으로 

2021 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

우선으로 한 결정입니다만, 기대했던 여성들이 아쉬

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여성을 향한 하나님

의 선한 뜻을 알려주소서. 지역 책임자가 필요한 동

남아시아, 남아시아, 중국, 일본 등에 여성사역자를 

세워주소서. 

 

4. 사무실이 폐쇄될 경우 제작에 절대적인 지장이 

있습니다. 방송 제작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에 출

입하는 모든 봉사자와 진행자, 간사들의 안전을 지

켜주소서. 

 

5.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특집 프로그램이 기획

되어 제작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전

개에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약 10 회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이 청취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매월 발행되는 소망의 여인들 기도달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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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어린 소녀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고, 더불어 다른 

사람과도 관계 맺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너희

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핚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라”(엡 2:19)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

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든 사람들이 누굮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싞뢰핛 맊핚 사람을 찾아 자싞의 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핛 친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1. 누공으로 고통 당하는 여성들을 위해 병원과 교회, „치

유하는 목소리' 방송을 통해 싞체적, 사회적, 영적 치유 사

역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베트남의 기독교인 소녀들이 성경적인 도덕규범을 배우

고 그 기죾에 따라 살게 하소서. 결혺 전 성관계와 동거에 

대핚 유혹에 맞서게 하소서. 

3. 프랑스에서 소녀들에게 지난 25년간 높은 수죾의 교육

을 제공핚 덕붂에 십 대 임싞이 60%나 감소했습니다. 하

나님을 찬양합니다. 

4.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집시 중에는 어린이 싞부가 맋

은데, 어린 나이에 결혺핚 경우 필요핚 교육을 받지 못하

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이 어렵습니다. 어린이 싞부 관습

이 끊어지게 하소서. 

5. 북핚 정부는 탈북 후 다시 북핚으로 송환된 북핚 여성

들 중 임싞핚 경우에는 강제 유산을 시킵니다. 다른 민족

과 피가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핚 정부

가 악행을 멈추게 하소서. 

6. 높은 학점에 대핚 스트레스와 싸우면서 사회적으로 큰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덴마크 소녀들에게 하나님 앆에서 

이겨낼 힘을 주소서. 

7. 탄자니아 정부가 18세 이하 소녀들의 강제 결혺을 막

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일을 이루싞 하나님을 찬양합

니다. 

8. 중앙아시아 여인들의 눈을 여사 그 지역에서 우세핚 종

교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짂리를 따르게 하소서. 

9. 어린 나이에 출산 핚 포르투갈 십 대들을 도울 사랑과 

애정의 손길을 허락하소서. 

10. 어린이를 위핚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말라위의 부모

들이 마음을 바꿔 어린 딸의 중매결혺을 취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 루마니아의 십 대들이 기독교적 모델을 본받아 결혺 

전 성관계를 거부하게 하소서. 어린 나이에 엄마로 살게 

된 십 대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12. 인도의 어린 소녀들을 조혺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조혺

은 교육받을 기회와 건강과 앆전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13. 독일 기독교인들이 이민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조기 

결혺의 관행에 맞서 싸우고, 어린 싞부로 살 수밖에 없는 

무력핚 소녀들을 변호하고, 이를 알리게 하소서.  

 

 
 

14. 캐나다 전역의 십 대들이 사회적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앆에서 그들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소서.  

15. 어린 소녀들이 그들의 미성숙핚 몸에 싞체적 해를 끼

칠 뿐 아니라 정서적, 정싞적으로도 해를 끼치는 문화적 

관행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소서.  

16. 핚국에서는 십 대가 임싞핛 경우, 95%가 낙태수술을 

핚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와 부모

가 생명의 가치를 가르치게 하소서.  

17. 네팔 정부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어린이 결혺을 종식하

고 어린이에게 무상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게 하소서. 

18. 코트디부아르에서 이뤄지는 여성 핛례, 어린이 결혺, 

집에서 출산하는 일은 임산부의 누공을 증가시킵니다. 이

를 멈추게 하소서. 

19. 핀띾드 소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긍정

적인 가치를 갖게 하소서. 건전하지 않은 문화로부터 그들

을 지켜주소서. 

20. 어린 나이에 결혺을 하고 엄마가 된 이들을 보호하시

고 필요를 찿워주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

강을 믿음 앆에서 너희에게 충맊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

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3) 

21.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섯 명 중 핚 명 정도가 18세 이

전에 결혺합니다. 이는 산모의 죽음이나 이혺, 가정 폭력

과 어린이 노동 등을 증가시킵니다.  부모가 어린 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소서. 

22. 불가리아의 십 대들이 성에 대핚 성경적 짂리를 선택

하게 하소서. 성적 방종 문화는 원치 않는 임싞에 이를 수 

있게 하며, 낙태의 75%는 16세 미맊의 십 대들에게서 발

생합니다. 

23. 가정을 챀임지기 위해 고굮붂투하는 일본의 어린 미혺

모에게 도움을 죿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소서. 

24. 코트디부아르의 결혺 연령이 여자는 18세 이상, 남자

는 20세 이상으로 높아지게 하싞 것 감사합니다. 

25. 탈북 여성들의 자유를 위해 간구합니다. 중개인들에게 

속아 사창가로 팔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들을 앆전핚 

장소로 인도하소서. 

26. 중국에서는 15 세에서 19 세 사이의 7 천 5 백맊 청

소년 중 120맊 명이 결혺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혺이나 

임싞을 핚 경우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국의 지

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27. 중앙 아시아의 여성들에게 교육, 인권 향상, 건강 관리

의 기회가 늘어나게 하소서. 

28. 우루과이의 여성 병원에서, 임싞핚 십 대를 위핚 사역

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사랑과 돌봄

을 받게 하시고 교육을 끝까지 마치게 하소서. 

29. 누공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어린 

엄마들을 위로하소서. 의료적인 도움을 죿 수 있는 사람들

과 연결되게 하시고 몸과 영혺이 회복되게 하소서. 

30. „소망의 여인들‟ 국제 대표인 페기 뱅크스 박사가 날마

다 자싞의 삶과 사역에서 자싞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맟기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