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20년

담임 목사와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8월에는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됩니다.

무더워지는 여름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온교회가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될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강건하여지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8월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에게 영과 육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
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 록 은
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지혜로 함
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때마다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 담임목사님이 목양의 사역(심방, 상담, 모임인도)을 감당하실 때
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들을 맺
혀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 온 성도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어려
움 속에서도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4.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비전
을 충실하게 감당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충만
한 기름부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5.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온 교인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
서. 특별히 방학기간을 맞이하여 자녀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
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6. 8월 1일부터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가 시작됩니다. 릴레이 금
식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되고, 모든 사탄의 공격
을 물리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온전히 회
복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영혼구원의 열매,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때, 하나님이 주시
는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 9월부터 온라인으로 양육과 훈련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
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를 통해 그리
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삶, 제자의 삶, 사역자의 삶, 성경통독학교, 금요성경공부,
실비치 성경공부, 어머니 기도회)
8.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중보기도와 매일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의 헌신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
옵소서.
9. 모든 동산식구들이 성령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삼
겹줄로 묶여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서로의 필요를 채
워주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0.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환난 중
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
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11.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을 인도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Pray for Senior Pastor and Church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간절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앵무새처럼 입을 놀리는 일이 될 뿐이다.
- 존 트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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