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5월	7일에	열리는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의	날	기도회를	위한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남가주 지역 (한국어): 7일(목) 오전 10~12시, 밤 7~9시에(PST 서부시간)  
     미주복음방송(AM 1190)과 CTS와 Youtube("2020 국가 기도의 날 남가주 한인  
     연합 기도회")을 통해 중계됩니다. 
• 뉴저지 지역 (한국어): 7일(목) 오전 10~12시(EST 동부시간) CTS 통해 중계 됩니다. 
     Youtube ("2020 국가 기도의 날 뉴저지 한인연합기도") 
• East Texas 지역 (영어): JAMA Global Campus 인근 오후 6:30 (CST 중부시간) 
     Youtube ("East Texas National Day of Prayer 2020") 

2. COVID-19으로 인해 캠퍼스 내에서 열리는 모임과 행사들이 모두 중단된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캠퍼스의 청지기로써 열매 맺는 일에 쉼이 없도록 
스태프, 인턴, 봉사자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Lindale Kingdom College 설립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총장, 교수 선발, 
후원 이사회, 대학 건물 건축, 학위 인가 등 대학 설립과 커뮤니티 개발 등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김춘근 교수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도록.

4. 좋은 스태프와 자원 봉사자들을 보내주시도록. 

5. 캠퍼스가 은혜와 섬김과 영적 부흥의 장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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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위한 기도제목  
1. 가정 신앙회복, 가정 부흥의 달이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매일 예배가 드려지게 하소

서.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함의 모범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게 
하소서 (신:4-9)

2.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화해되고 하나되게 하소서. 가정 예배 시간에 서로 
먼저 (부모가 먼저)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를 축복함으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소서.

3. 5월 7일은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입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방송과 TV 그리고 Youtube를 통해 함께 기
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미국의 COVID-19 확진자가 정부와 의료진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4월 28일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대하 7:13~14, 요엘 
2:12~13 말씀대로 마음 찢는 회개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5. 확진자들과 확진자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족 안에 신앙회복이 이루어지고 치
유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6. 정부 지도자들, 의료진들,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환자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
혜를 주소서.

7. COVID-19으로 인해 전 세계가 하나님을 구하게 하소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
서. 전 세계를 휩쓰는 대 각성운동, 대 부흥을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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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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