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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적이며 창의적인 방식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다양한 세대와 개인성향을 어우러, 한시간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도와줍니다. 당신의 기도방을 디자인 할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창의력을 가지고 접근하세요.

만일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 당신의 공동체에서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찾아서 도움을 청해 보세요. 
청년들에게 기도방의 디자인과 공간을 만드는 
것을 맡겨 보는 것은 어떤가요? 이런 방법은, 
청년들에게 그들도 기도방을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여서, 그들의 참여를 유도해 낼 
지도 모릅니다.

• 당신이 왜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도주간의 비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 입니다. 당신의 기도방을 이러한 
비젼에 따라서 디자인 해보세요. 

• 간단하고 단순 명료하게 하세요. 창의적이라는 
것은 정신없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방은, 환영하는 분위기, 색감이 있고 기도 
안내들이나 각종 코너등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이끌어 들이도록 하면 됩니다.

• 다른 사람들의 창으력을 위한 공간을 
비워두세요. 도형, 글, 그림이나 자신의 기도를 
표현하는 조각등을 위하여 넓은 공간을 
비워두시고, 기도주간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의 
공동체가 직접 그 공간을 꾸미고 채워가도록 해 
보세요.

• 모든 오감을 활용하세요. 어떻게 하면, 강렬한 
이미지들이나 구절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고, 음악이나 효과음을 통하여 예배에 
영감을 불어넣어 진행시키거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지거나 잡고 있는 것, 
또는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기도처소는 한시간동안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방에 다음의 여섯가지 아이디어를 
기도처소를 꾸미는 도구로 사용해 보세요:

가족 나무
기도방에 맞는 사이즈의 실제 나무를 찾습니다. 
대용으로 나무를 그리거나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각자의 가족구성원을 생각해 
보거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만일 당신이 실제 
나무를 이용한다면, 그들의 이름을 여행용 가방 
이름표에 적도록 하고, 실제 나무가 아닌 경우에는 

포스트잇 같은 종이에 이름을 적게 한 후에, 한 
사람씩 돌아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무에 
이름을 걸거나 붙이도록 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하고 그들을 교회의 행사들에 초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
당신의 가족, 당신의 교회, 당신의 도시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가지고 있는가장 진심어린 
당신의 요청은 무엇인가요? 벽에 공간을 만들거나, 
큰 네트 또는 커다란 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느님께 가지고 있는 요청들을 적거나 그리게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요청사항들을 적거나 
그리는 과정을 마치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세요. 기도주간이 
진행되는 동안, 이 공간이 차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참회의 쓰레기통
쓰레기통( 또는 파쇄기) 하나, 종이와 펜을 준비한 
후에, 사람들에게 시편 139장 23절-24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들에게 스스로의 인생 속에서 죄 지은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것들을 적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도록 
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용서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그 종이들을 휴지통에 버리거나 
파쇄기에 넣으세요.

흘려보내기
물을 담은 그릇과 물로 지워지는 잉크가 들어있는 
펜들을 함께 준비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도록 
한 후에, 손을 씻으면서 그 이름들이 물에 씻겨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도우사 용서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마음속의 분노가 있다면 이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커다란 전국지도와 지역지도, 그리고 지역신문 
및 일간지등을 준비하세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지역들이나 상황들을 위하여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게 하세요. 만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긍정적인 것 – 치유, 화해, 정의, 사랑, 용서, 구원 – 
을 생각하는 것이 종종 좋은 시작점이 됩니다

기도처소를 위한 아이디어들 24-7 기도의 방을 운용하는 방법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24-7 기도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기도방법은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24-7 기도의 방들은 창의적인 공간이며, 일주일 
또는 그 이상의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직 24명만이 필요하고, 하루에 
한시간씩 기도하며, 낮과 밤의 기도를 연결해줄 
체인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 바쳐진 당신의 
공동체의 필요들, 우선순위들, 희망들과 아픔들을 
떠올립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그리고 
한 공간안에서 하느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 주시는지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신앙과 
공동체 그리고 선교를 위한 새로운 열정에 불을 
지핌으로써, 함께 하느님을 찾아가는 지극히 어려운 
도전들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필요한 것들:  
도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공동체; 낮과 밤동안 
안전한 접근이 가능한 교회 건물 또는 방; 실질적인 
그리고 영성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기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경험하고 
영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창의적인 기도 처소들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들.

당신의 기도방을 셋팅하는 일곱단계들:

1. 참여자들 모으기
누구와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교회, 
청년회, 학생회, 이웃들 또는 다른 사람들? 오직 24
명이, 하루에 한시간씩 기도하여 한주를 기도로 
채워갑니다. 공동체의 힘, 그리고 하느님과 서로를 
향한 헌신이 그룹의 사이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참여자들을 모으고 그들의 협조를 받으세요.

2. 2017년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기도주간 정하기
우리는 당신이 전세계와 전국 모든 교회들과 함께 
오순절 주일까지의 한주간동안24-7 기도의 방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안내기간을 주어,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을 
다이어리에 적어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도주간 한달 전, 당신의 예배들과 모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그룹들이, 일주일간의 24-7 기도가 도전이 
되기엔 충분하지만, 무엇인가를 이루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 느낍니다. 이 기도주간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와 예수님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을 종용할 수 있도록, 비젼을 서로 

나누세요

3. 온라인 등록
당신의 기도방을 저희 웹사이트 컨택 페이지 
(https://www.24-7prayer.com/prayerrooms)에 
등록하셔서 온라인기도방 등록툴과 당신의 기도방 
운영을 위한 다른 정보와 숙련된 팀의 조언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 

4. 나만의 공간 찾기
하루 24시간동안 접근이 가능하면서 당신이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인원에 한번에 모일 
수 있을만한 공간을 찾으세요. 단지 한 사람을 
위하여 큰 공간을 필요로 한다거나, 작은 벽장만한 
공간을 열명이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실겁니다! 
24-7 기도방은 주로 교회건물들, 천막들, 캐러밴들, 
상업공간들, 들판, 지하공간들, 일반 가정집 등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당신의 교회나 공동체 지역내에, 
밤 시간에 이동하기에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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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의적이 되기
당신의 기도방을 디자인할때에, 영감을 주는 그림들, 
성경구절 그리고 추천받은 기도들, 또는 예술작품, 
음악, 다양한 율동이나 활동등을 활용하세요. 
이것은다양한 연령대나 개인 기도 성향등,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미 예술작품이나 스테인드 글라스등으로 가득찬 
교회에서 기도방을 운영한다면, 그러한 물품들을 
기도액션에 포함시켜 보세요. 다양한 예시들 
또는 다양한 아이디어나 더욱 깊은 영감을 받기 
위한다면, ‘기도 처소’ 웹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6. 기도를 위하여 사람들 
움직이기
온라인 기도방 툴이나 인쇄된 등록 종이등을 기도방 
시작 두세주 전부터 모든 미팅들이 열리는 곳에 
비치하세요. 만일 당신의 교회에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채널이나 이메일등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당신의 비젼, 기도방이 시작되는 날과 
어떻게 참여하는지등을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모임때 마다 사람들에게, 한시간동안 기도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나 또한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신앙 간증을 나누는 것을 
장려합니다. 사람들 각자의 기도생활을 고려하여 
도울 수 있도록 목표를 잡으시고, 가장 나이 
어린 참여자들이나 또한 기도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까지도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당신의 공동체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주간을 위한 홍보대사가 되도록 격려하세요 
– 리더쉽 팀에 속한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연령대나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7. 기도를 시작하기
실질적이고 영적인 부분의 준비를 위하여 당신의 
공동체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주중기도에 초대해 
보세요. 당신의 기도주간을, 예배나 기도모임으로 
시작하시고, 기도주간의 마무리는 그간의 경험을 
서로 나누며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으로 구성하세요. 당신의 교회가, 영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횃불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할 수도 
있겠지요.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들은 주님의 
나라게 오게하시며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24-7 기도의 방을 운용하는 방법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는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며, 우리가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습관들을 쌓아가는데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다섯명을 고르고, 
그들의 이름을 리스트에 적어 놓습니다. 만일 
당신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당신이 이름을 선택하는 과정중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이끄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섯명의 이름이 확정되면, 그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래의 기도를 하기로 서약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당신의 빛과 영광이 넘치나이다.
성령을 보내사 
당신 아들의 삶과 당신의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을
나의 친구들인 [이름을 말합니다]...와 나누게 
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시어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서약하는 나를 
그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섯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돕는 
다섯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한가지를 택하세요.

1. 노끈을 이용하기
노끈이나 줄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용해 당신이 
헌신하여 기도하기로 한 다섯명을 뜻하는 
다섯개의 매듭을 만듭니다.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 
끈을 당신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손목에 
묶거나 또는 당신이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둡니다. 매듭들을 이용하여 리스트에 있는 
다섯명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2. 작은 조약돌을 
이용하기
다섯개의 작은 조약돌 (살짝 색이 들어간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을 구하여, 각 사람의 이름을 
다섯개의 돌위에 각각 적습니다. 당신의 책상위나, 
침대옆 테이블 또는 화롯가에 그 돌들을 놓아두고 
기도하는 알림으로 사용합니다. 또는, 다섯개의 
조약돌들을 각각 집 안의 다른 방에 놓아두고, 
당신이 그 방에 들어가고 나올때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기도 명함 또는 
책갈피를 이용하기
당신의 지갑이나 책속에 쉽게 들어갈만한 종이 
카드를 찾습니다. 지갑속이나 책속에 그 카드를 
넣기 전에, 다섯명의 이름을 카드에 적어 넣습니다. 
이 카드를, 그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할 때에 
사용합니다. 

4. 기도 알람 이용하기
다섯명의 이름을 당신의 전화기 알람(알림)섹션에 
저장하여 기도하는 알림으로 사용합니다. 하루에 
한명의 이름을 고르거나, 다섯명 모두를 하루에 
걸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에 알람을 
맟추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섯명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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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스트잇 이용하기
다섯장의 포스트잇 노트를 사용하여 다섯명의 이름을 각각의 
노트에 기입합니다. 당신의 거울이나 침대위 또는 어딘가 당신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이를 볼 때 마다 기도합니다.

아래의 기도들을 이용하여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안에 일하시어 
나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과 삶, 그리고 당신의 메세지를 
…..와 나누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시어, 
그들이 당신을 알고 따르며 증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성령을 내게 보내사 
나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과 삶, 그리고 당신의 메세지를
….와 나누게 하소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이시어,
그들이 당신을 알고 따르며 증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성령의 힘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과 아름다움, 그리고 은혜를
…..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신앙의 유대감을 갖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을 인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
당신께서 친히 …….를 당신에게 이끄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들의 삶속에 좌정하시어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평화를 보이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BLESS (축복)의 단어들을 이용하면, 
당신이 느끼는 모든 타인의 
필요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Body (몸) – 건강, 보호, 에너지

Labour (노동) – 고용/실업, 은퇴, 
적당한 수입

Emotional (감정) – 내 안의 평과, 
기쁨, 지혜, 통찰력, 인내력

Social (관계) –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친구들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 화해와 사랑

Spiritual (영성) – 회개, 구원, 순명, 
신앙

다섯명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필요한 것들:  국내신문, 가위, 풀 또는 테이프, 
창문이나 손전등, 지도 또는 나라의 그림

당신의 나라는 어떠한가요?  
15분

어느나라이던지 하느님께 감사할 것들과 또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신문들을 살펴보면서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잘라보세요. 그것들을 다른 
종이에 붙이면서 그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그림들을 
살핍니다. 주님께 감사할 일들을 찾으세요. 안좋은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문을 통하여 기도하기:

10분

이제 당신이 사용한 신문의 기사들을 훑어 봅니다. 
최근에 발생했거나, 또는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 두가지를 선택합니다. 두개의 기사를 유리창에 
붙이고, 만일 햇살이 있다면, 주님의 지혜가 선택한 
두가지 사건들위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밤 시간이면, 하느님의 진실과 지혜가 이 세상을 
밝히시기를 소망하며 손전등을 이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어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길, 
또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한 기도:  
15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바닥에 지도를 펴 놓고, 정부기관들이 만나는 
장소를 표시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나라의 법과 
리더쉽의 근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디모데 전서 2장 1절-3절)

다른 지역들도 살펴보세요. 성령께서 나라의 일에 
개입하시고, 그 열매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가 드러나기를 
간구하세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친구와 적을 위한 기도:
10분

모든 나라는 친구와 적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마태 22장 38절) 또한 우리의 적들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태 5장 44절). 전쟁이나 
탄압이 혐오나 증오의 이유라면, 이러한 가르침은 
매우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가까운 이웃나라 한 곳을 떠올려 보고,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적대적인 나라 한곳을 
함께 떠올려 보세요. 그 나라의 이름들을 기도방에 
적어두고, 주님의 나라와 축복이 그 두 나라 
모두에 임하시길 기도하세요. 당신이 그 두 나라의 
장점들과 단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주기도문: 
10분

당신의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나라를 위하여 
주기도문을 올립니다. 한줄한줄 기도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특히 당신의 나라와 그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송축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60분: 당신의 나라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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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들: - 성경책, 약간의 종이, 펜, 휴지통 또는 
파쇄기

주님께 당신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주기도문을 
읽어봅니다.

준비:   15분

•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심을 받으시오며

• 당신이 들어본 하느님을 지칭하는 모든 이름들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영감을 받으려면 창세기 21장 33
절, 출애굽기 3장 14절, 판관기 6장 24절, 레위기 7장 
9절, 레위기 10장 17절, 이사야 5장 16절, 시편 136
장 26절, 이사야 7장 14절 또는 요한복음 8장 58절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 당신이 주님께 기도할때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할때에 떠오르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A.W. Tozer) 얼마나 
자주 당신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까?

•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습니다: 
너희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

•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당신의 신분이, 이제 그분에게 
당신이 다가가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끼칩니까?

• 

질문 
15분

• 마태복음 6장 10절-11절을 읽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 당신의 이름을 종이 한 가운데에 적어봅니다
• 당신을 근심스럽게 만든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사람들, 상황들 또는 지역등등 하느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당신 이름의 
주변에 적어봅니다

•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가지고, 당신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 당신이 적은 내용이 있는 그 종이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방을 가로질러 날리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삶을 소유하시며 당신의 모든 
요청사항들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에 감사합니다

•  

명상 15분

• 마태복음 6장 12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 당신이 한 일들, 당신이 만난 사람등등, 당신의 지난 
24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 당신이 잘못한 일들을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당신이 했어야만 하는 행동들을 하지 못하였던 
시간들을 떠올려 주시기를 성령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종이에 적어봅니다
• 참회의 기도를 올리면서, 종이를 찢어 버리거나 

휴지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파쇄기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 당신이 오늘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알려주시기를 주님께 요청합니다

찬양 15 분

• 요한계시록 1장 5절-6절을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서서 큰 소리로 하느님의 이름들을 말해봅니다. 
그리고 왜 그 이름이 당신의 인생에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예- 난 주님이 모든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빚을 갚아야 할 때에 
그것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 아버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나 
시를 적어봅니다. 필요하면, 시편을 참조하거나 
찬양에 사용되는 노래들을 참조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24-7 기도의 방을 떠나면서, 서서 성 패트릭의 
기도를 바칩니다 
나는 오늘 하늘의 힘으로써 일어서노라…
그리스도여 나와 함께, 그리스도여 나의 전에, 그리스도여 
나의 뒤에, 그리스도여 내 안에, 그리스도여 내 아래에, 
그리스도여 나의 위에, 그리스도여 나의 우편에, 
그리스도여 나의 좌편에, 그리스도여 내가 누울때에, 
그리스도여 내가 앉을때에, 그리스도여 내가 일어날때에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생각하는 모든이들의 
마음에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이야기 하는 
모든이들의 입에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눈에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여, 나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의 귀에 함께 하소서.

60분: 주기도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 또는 두개의 노래나 성가를 부르거나 선택한 
성경구절들을 읽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몰립니다. 하느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간증을 서로 나눕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나 일하는 곳에서의 모든 
관계들과 대화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해 나가는 곳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나 공동체의 약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속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속에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변화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교회와 공동체의 필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다섯명의 이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는 오순절 기간에, 주님의 성령이 그분의 교회에 
새롭게 부어 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의 교회와 공동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위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찌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

주기도문에 기반한 가정모임이나 교회기도모임 그룹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누가복음 11장 9절-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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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기도는 들리는 것 처럼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 
당신이 걷는 동안 기도하는 것이지요. 걷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권한에 따라 
사람들과 지역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목표는, 하느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원함으로써, 당신의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당신의 지역 알기
당신의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지역 및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무슨 일들을 하고 사나요? 
당신이 사는 동네의 인종적 또는 사회적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얼마나 많은 신령한 종교적 
건물들이 있나요? 

지역 사람들 알기
당신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 함으로써,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지역 요구사항 알기
당신의 지역에 실업문제, 범죄 또는 빈곤문제등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정보들을 
물리적으로 지도에 표기 할수도 있고, 또는 한곳에 
적어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도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고, 걷는 기도중에 다른 
정보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걷는 기도 시작하기
걷는 기도의 중심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공동체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효과적인 걷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가지 실질적인 제안들이 있습니다: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내기
함께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한 걷는기도를 히작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왜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특별한 기도 포인드들을 
서로 나누세요. 작은 그룹들로 나누어 진행한다면, 
모두가 함께 걷는기도를 끝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두명이 함께 나아가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명이 큰 그룹으로 움직이는 것 보다 
덜 부담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혼자서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당신이 큰 그룹에 
속한다면, 두명씩 짝을 지어 나가는 것이 당신의 
지역에 대한 서로 다른 기도들을 올리는데에 더 
도움이 됩니다.  

루트를 정할수도 
정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들을 방문하도록 미리 확실히 계획을 
짤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성령께서 당신의 시간을 
이끄시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길을 
잃지는 마세요!

자연적인 그리고 
초자연적인 당신의 
감각들을 사용하기
당신이 걷기 기도를 하는 동안, 당신의 
주변환경들을 신경쓰세요: 여기에는 보이는것, 
냄새, 소리 그리고 만져지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또한 당신이 당신의 공동체 지역에서 움직이는 
동안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걷는 기도

그리고 초자연적인 모든 감각들을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조용히 기도하던지 
또는 소리내어 
기도하던지를 
선택하세요
걷는기도는 남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걷는 기도에서는 보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럿이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또는 당신에게 더 편안함을 
준다면, 조용히 침묵속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는 
마세요. 

다른이들을 위한 기도
당신이 걷는기도를 올릴때에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지역 공동체에 살고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것들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지역들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들에 중점을 둡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잘 마무리 하기
당신이 다른 지역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걷는기도의 끝에 서로 모여서, 당신이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하느님께로 부터 어떤 것을 
들었는지를 나누세요. 모두가 함께 나눈 내용들을 
적어서 당신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해 
왔는지의 흔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걷는기도 이후에도 공동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특별한 기도회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지역을 위한 추가적인 걷는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걷는 기도는 하느님의 독특한 영역에 
대한 요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차지하려 할 때에, 하느님께서는 
이들을 엿새동안, 성 주변을 걷게 하셨고, 7
일째 되는날에는 일곱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간 걷는 기도를 함으로써, 걷는기도를 
물리적인 기도로 바꾸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기도할때에, 하느님의 축복이 
당신의 지역에 임하시길 요청하세요; 하느님의 
나라가 오게 하실며, 또한 그의 뜻이 당신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특정한 지역의 요구사항이나 
문제들을 알려주시려고 느낀다면,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교회가 어떻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해결방법에 실질적으로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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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모임을 위한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시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지만, 기도 모임을 진행하는 것은 가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교회 공동체가 오순절 전 일주일간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모든 그룹원들이 참여하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간단한 아이디어들을 시도해 보세요. 

기도로 시작하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도는 
최고의 준비입니다. 함께 하는 시간을 준비하면서 
지혜를 간구하고, 당신의 교회 공동체 멤버들 
중에서 당신이 참석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당신을 이끄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만일 당신이 지역 교회 공동체, 당신의 교회 
또는 신앙을 함께 나누고 싶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위하여 모였다면, 왜 함께 모여 
기도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간증 나누기, 성경구절, 또는 사진과 비디오등을 
통하여 당신의 가슴에 영감을 불어넣고, 또한 
중요한 정보들을 마음속에 각인시킵니다. 만일 
당신이 지역사회의 변화와 같은 보다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참석자들이 보다 쉽게 목표에 
접근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은 
섹션들을 나누어 미팅을 진행해 보세요. 

다양한 모델의 기도를 
사용하기
우리 모두는 각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님과 
교류 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함으로써, 기도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아주 조금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직 단 
한가지 모델이나 스타일로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 

누군가는 집중하거나 진정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몇가지 예들을 제시합니다:

• 짧은 섹션들: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기도하는 
것을 힘겨워 하므로, 전체 기도시간을 짧은 
인터벌들로 나누어, 각각의 조각들이 서로 다른 
주제에 집중하게 도우며, 서로 다른 스타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배: 성령님을 영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음악이 
있는 예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하느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합니다. 당신의 
기도의 시간들을 예배들로 엮는 것은 신앙을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 다른이들을 관련시키기: 만일 당신이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한 기도를 이끌게 된다면, 
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교육분야에 대한 기도를 한다면, 기독교 
교사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경험과, 또한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필요성등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 ABC 모델: 각 그룹들의 인원들을 3명씩 묶어서 
각각의 사람에게 A, B 또는 C라는 글자를 
배정합니다. 기도의 중심의향들을 나누고, 
개별적인 기도의 포인트들을 각각의 글자에 
배정한 후에, 그 3명이 함께 기도하도록 
초청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한가지 주제에 
속한 각각의 서로 다른 분야들을 위하여 
골고루 기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 통성기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기도할때에 큰 
소리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중보기도를 통성기도로 올리는 방법이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당신의 기도 그룹이 도전할 수 
있게 해 보세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 큰 문제가 
된다면, 기도하는동안 배경음악을 틀어서 
사람들이 혼자서만 노출되었다고 느끼는 
어색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 50대 50: 당신의 그룹을 반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 어떤 이슈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나머지 그룹은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몇분 뒤에, 두 그룹의 역할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통성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 지역들: 기도방을 서로 다른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한가지씩의 토픽을 배정합니다. 
당신의 그룹멤버들이 방안의 다른 지역들을 
자유로이 둘러보게 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이슈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세요. 

• 창의력 가지기: 오감을 이용합니다; 다양한 
주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무언가 잡거나, 맛보거나,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직접 할수 있도록 합니다.

• 왕께 간구하기: 당신의 공간 앞쪽에 의자를 하나 
놓고서 그 의자가 하느님의 권좌라고 상상하게 
하고 사람들이 하느님께 무언가 간구할 것을 
가지고 나가아게 합니다. 각각의 구성권들이 
한번에 한 사람씩 나와서 무릎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합니다.

듣는 시간을 배정하기  

주님께 함께 간구하는 시간을 책정하는 것 처럼, 
당신의 기도시간 중에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포함시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누기
성경의 예들을 이용하여 하느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성경, 
우리의 생각들, 그림이나 비젼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서로를 통하여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와 
소통하시는지 몇가지 예들을 서로 나눕니다. 만일 
당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하느님의 말씀하심을 
들었던 경험을 나눌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초청하기
이것은 듣는 시간을 시작하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침묵하는 순서를 넣어서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따로 시간을 
배정합니다.

 

서로 나누기
당신의 그룹의 멤버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듣거나 
느낀것 또는 본것들을 나눕니다. 만일 당신의 
그룹이 큰 규모라면, 우선 작은 그룹들로 나눕니다. 
각자가 나눈 것들을 기록하고 특별한 주제가 
떠오르면 특별히 관리합니다. 또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들었다고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을 
종이에 적은후에, 그 미팅에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들에 대한 기도
소그룹들로 나누어, 서로 나눈 주제, 말씀들, 
그림이나 성경구절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이러한 
시간을 음악이 있는 예배나 감사함의 기도로 마무리 
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마무리 하기
당신의 모임을, 함께 모여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참석한 인원 모두가, 당신의 
토픽과 주제에 대하여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누군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번 모임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어레인지 하고, 
다음 미팅에서는 다른 토픽을 다루거나 다른 기도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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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기도

많은 수의 기독교신자들은 청년시절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축하할 일이고 
무척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는 
전보다 더 적은 수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섯가지 기도방법이 있습니다: 

1.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국 전역의 젊은이들,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는 
교회들, 그리고 청년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길, 또한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성경을 모든 
이들과 나누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보다 잘 
준비되어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관할사제들, 청년 사역자들이 하는 일들을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이 있는 지역의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중요한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 청년 리더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주님께서 부르셨을때에, 
십대들이었거나 아니면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청년리더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또래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교회의 미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4. 청년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포르노, 사이버 따돌림 등의 
증가하는 디지털 문화의 부담속에 절름발이가 
되었고, 이러한 인터넷상에서 형성되는 관계들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청년들이 
결손가정 출신입니다; 청년들의 불안증세, 우울증 
그리고 거식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항하고, 또한 지난 세대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지도를 위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 당신이 하는 
한명의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사람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며 헌신적으로 
기도하는것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느님께서 한 청년의 이름을 
떠올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앞으로 
3개월간 헌신적으로 기도하세요. 다음의 기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당신의 빛과 영광이 넘치나이다.
성령을 보내사 
당신 아들의 삶과 당신의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을
…….와 나누게 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시어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서약하는 나를 
그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조약돌을 가지고 
기도하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는 다섯 명의 사람들 (
친구들, 가족 또는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표면이 부드러운 조약돌위에 뾰족한 물체를 
가지고 적습니다. 그 돌들을 당신이 매일 보게되는 
공간 – 욕실의 바구니 안, 식탁위의 작은 그릇 또는 
현관 옆 선반 등에 놓습니다. 그중 하나의 돌을 
손안에 잡고서 다음의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얼마나 …..을(를) 사랑하시는지 그(녀)가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글자조각퍼즐로 
기도하기
글자조각퍼즐을 이용하여 당신이 기도하길 원하는 
사람의 이름 퍼즐을 만듭니다. 각각의 이름이 
완성되는대로 ‘주 예수여, ….이(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이름들을 
위하여 기도를 마치면, 모든 글자들을 모아서 
새롭게 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레고를 이용하여 
기도하기
하나의 레고 블럭 옆에 당신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순간마다, 레고 블럭 하나를 이전 레고 
블럭 위에 쌓아서 기도의 탑을 만듭니다.

종이 체인 기도
몇개의 색지를 긴 종이끈 형태로 자릅니다. 하나의 
잘라진 종이끈마다, 당신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테잎이나 스테이플러를 사용해서, 
그 종이끈들을 가지고 체인을 만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다, 이름옆에 표시를 
합니다.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기도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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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activities have been devised and generously contributed by individuals, 
many of whom provide ongoing resources for prayer with families. Their details 
and other useful family/ faith resources and websitesare given below.

With thanks to the contributors:
Gail Adcock, Family Ministry Development Officer, methodist.org.uk
Jane Butcher, Children and Families Pioneer, The Bible Reading  
Fellowship, Trish Hahn, Messy Church SEND Coordinator
Mary Hawes, National Children's Adviser, churchofengland.org
Aike Kennett-Brown, Messy Church Pioneer at St John’s Blackheath
Jane Leadbetter, Messy Church Team, The Bible Reading Fellowship
Becky May, writer and Bedfordshire Messy Church Regional Coordinator
Lucy Moore, Messy Church Team Leader, The Bible Reading Fellowship
Mina Munns, blogger at flamecreativekids.blogspot.co.uk
Martyn Payne, Messy Church Team, The Bible Reading Fellowship
Sharon Pritchard, Children's Ministry Adviser, durham.anglican.org

Also to:
Ben Mizen and Dotty, portsmouth.anglican.org
Anne and Richard Wise, St Mary’s Church, Bishopstoke
24/7 Prayer, 24-7prayer.com
World Prayer Centre, worldprayer.org.uk
Mary Hawes, National Children & Youth Advisor, Church of England

Other useful websites resourcing or informing family faith include:
brf.org.uk/updates/introducing-parenting-faith
careforthefamily.org.uk
cgmcontheweb.com/?page_id=543
faithinhomes.org.uk
messychurch.org.uk
barnabasinchurches.org.uk
thetreasureboxpeople.co.uk
flamecreativekids.blogspot.co.uk

Scripture quotations taken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Anglicised edition) copyright © 1979, 1984, 2011 by Biblica. Used by permission of Hodder & 
Stoughton Publishers, a Hachette UK company. All rights reserved. ‘NIV’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Biblica. UK trademark number 1448790.

The ideas in these pages are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authors and may only be reproduced 
in conjunction with Thy Kingdom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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