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Global	Mission	Resource	Center(GMRC	글로벌	선교자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Messengers	of	Mercy	(MOM)의	최순자	박사님께서	JAMA	캠퍼스	내	미션	그로브	
주택	단지로	이사	오셨습니다.	앞으로	GMRC를	통해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캠퍼스	내에	지어지는	주택단지인	Mission	Grove에	집들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올	가을에	몇	가정이	더	입주할	예정입니다.	미션그로브에	거주하며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십시
오.	웹사이트:	MissionGrove.org

3.	JAMA	글로벌	캠퍼스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밟는	지
체들을	영육간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
는	곳이	되게	하소서.		

4.	주님께서	허락하신	캠퍼스의	청지기로써	열매	맺는	일에	쉼이	없도록	스태프,	인턴,	
봉사자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Lindale	Kingdom	College	설립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총장,	교수	선
발,	후원	이사회,	대학	건물	건축,	학위	인가	등	대학	설립과	커뮤니티	개발	등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김춘근	교수님과	관련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
시도록.

6.	좋은	스태프와	자원	봉사자들을	보내주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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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위한 기도제목  

1 COVID-19이 속히 없어지도록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며 팬데믹을 종식시키실 유일한 분입니다.

     - 온 세계가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 교회 예배와 학교 수업과 경제활동이 정상화 되도록,

     - 의료진 보호, 확진자와 그 가족의 구원, 효과적 백신 개발을 위해

     - 대통령과 행정 책임자들의 지혜로운 결정을 위해

2 11월의 선거를 위해서
      미국이 성경 위에 든든히 세워져 세계 교회들 보호하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 미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이 임명되도록

     -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판결들(낙태, 동성 결혼, 공립학교 성경교육 관련 등) 

       이 고쳐지도록

3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강력한 부흥만이 이 악한 시대를 위한 해결책입니다.

      - 팬데믹 이후에 미국과 세계 곳곳에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임하도록

      -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곳곳에서 영적 대 추수가 일어나도록

      - 박해받고 있는 나라의 교회들이 성령으로 타오르도록

2020년 10월 
기도제목 업데이트  

JAMA를 위한 기도제목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 요엘 2:12-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 역대하 7 : 14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9/25-11/3
2 0 2 0 3.3.3 기도운동

11월 3일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들의 선거를 앞두고 9월 25일-11월 3일,  

40일간 하루에 3 회, 3 가지 기도제목을 가지고, 3 분씩 비상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