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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5 기도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네 저 원수는 떠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후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

찬양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chVA77jAg5U
https://www.youtube.com/watch?v=chVA77jAg5U


신 32:46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

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Key Verse



1.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보시며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귀

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2. 직장에서 가정에서 고요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시어 매일

의 삶에서 이슬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3. COVID19기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

는 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재정적

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는 여러 통로를 통해 위로와 격려가 전

달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

게 하소서. 

4. 특별히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족들을 평안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크리스쳔 의료진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

적인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게 하셔서, 이를 통해 환자들이 창조주 하나

님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

가 되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곳곳에 넘치게 하소서. 

5.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하는 동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과 기근, 박해를 받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주

시고,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자들의 건강을 지

켜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는 시기가 되게 하소서. 

6.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COVID19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

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또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틈타 악이 더욱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먼저 회개하

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사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

서

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