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년 3~4 월 기도제목 : 

 

1. 생명이신 주님께 나아와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고 새롭게 경험하며 모든 막힌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2.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위험에서 저와 은혜의 집 아이들, 그리고 은혜 유치원의 

원생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켜주시도록, covid19 로 인해 모든 학교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유치원 원생들을 더 보내주시도록,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 

교재와 자료를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실력 있고 충성된 교사가 보충되도록. 

 

3. 은혜의 집 아이들이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삶과 신앙인격이 

성숙해지며 어떤 환경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사춘기시절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서 승리의 삶 살도록. 

 

4. 은혜의 집 땅 구입 과정에 발생한 민사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1 심과 2 심에서 

패소한 땅 주인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에서 재판장이 정직하고 공의로운 판단과 판결을 

하여 다시 승소하도록…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개입하시어 주님 뜻 이루시고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승리하도록. 

 

5. 순다족 사역자와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허덕이며 도움을 

요청해 오는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순다족 사역자와 필요한 협력을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생필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잘 나눌 수 있도록… 

 

6.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들이 2022년 1월부터 대면수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다시 폭발적으로 확산되자 한달이 지난 2월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

습니다. 은혜의 집이 다시 온종일 아이들로 가득하고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소수의 학생들

은 아직 학교에 가는데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별도로 자가격리 및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은혜의 집에 손님이 방문해

도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좀 넉넉한 공간의 장소가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께

서 길을 여시어 일단 이러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을 올해에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

록 모든 길을 열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7.  지난 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리베와 다당이 지난 주부터 오미크론에 감

염되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8.  협력하고 있는 현지인 교단 산하 오지 마을 수마트라주의 시아룽 시아룽 교회와 서부 칼

리만탄주의 크라반지역에 있는 겟세마니 교회의 건축 및 예배당 수리를 이곳에 계시는 어

느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돕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예배당 건축과 수리가 잘 끝나고 아

름다운 예배 장소가 마련되도록 기도합니다. 

9. 영육간 회복과 강건함을 위해…  

영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육적으로, 당뇨증상 및 몸의 여러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도록. 

 

10. 혼자 계시는 95 세의 연로하신 어머님을 보호해주시고 늘 강건하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생을 보내시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