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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과 함께 이동 중에 기도합니다.” HTTP://GLOBAL-DIASPORA.COM 

전지구적인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디아스포라 선교학 개요서인 Scattered 

and Gathered를 출판하도록 도우신 하

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지난 5년간 이 

프로젝트를 이번의 중요한 단계까지 이

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 

과정 가운데 애쓴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 개요서

가 디아스포라 사람들 및 관련 이슈 가운

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산적인 관계를

더욱 촉진하기를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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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의 기도요청

GDN 집행위원회가 4월 7일부터 9일까

지 기도와 기획을 위해 홍콩에서 모입니

다. 집행위원회가 GDN의 미래를 위해 

성령하나님과 서로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작은 규모의 기도 및 사역 지도자들의 모

임이 4월 22일-26일 남아프리카 케이프

타운에서 국제 기도 회의를 갖습니다. 참

여하는 GDN의 기도조정자들이 이 시기

에 열방을 위한 기도와 기도의 동원을 어

떻게 해야할지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명

확히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4월 22일부터 유월절을 지내는 유대인들

이 죄를 옮기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의 어린양을 인정하고 이를 기념하게 되

도록 기도합시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유

월절을 위해 모일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

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 전통의 음식들과 이야기

들이 어떻게 예슈야(예수)께로 연결되는

지를 설명할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AR의 발걸음을 이끄

셔서 그녀가 도쿄 지역의 필리핀 디아스

포라 공동체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기도

합시다. 그녀가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필

리핀 사람들을 일본사람들 가운데서의 선

교 및 사역으로 동원하고자 할 때에 하나

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합

시다.

케냐에서 중국인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효과적

으로 그들을 제자삼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하라사막 이남

의 아프리카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전략

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시길 위해 기도

합시다. 추수의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

프리카 지교회들을 중국인 이주자들을 

위한 사역으로 불러주시길 기도합시다.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삶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ᵁҍᶷ ▐Ởṯ8 소말리아인

전통적으로 유목민이고 무역상인이었던 

소말리아인들은 오랜 세월동안 '아프리

카의 뿔' 지역과 아라비아반도에 거주해

왔습니다. 1991년에 내전이 발발했을

때, 수천 수백의 소말리아인들은 주변국

으로 도피했고, 어떤 사람들은 유럽과 

북미에 재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정성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전망

이 나오고 있음에도, 어떤 소말리아인들

은 유럽으로의 위험한 여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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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디아스포라가 

된 소말리아인들이 예수의 복음에 더 열

린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

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소말리

아 형제 자매들, 특히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신앙에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케냐, 이디오피아, 지부티의 그리스도인

들이 성경과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난 하

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소말리아 사람들

과 대면하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지도록 기도합시다. 예멘에 있는 소말리

아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들이 

그분의 영원한 피난처를 알게 되기를기

도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국이 지역교회들을 

움직이셔서 소말리아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집중하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소말리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악

한 영들을 물리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

과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의 공급

하심을 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는 사람들 : 스웨덴

현재 200개 이상의 나라들로부터 온 이

주민들이 스웨덴에 살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까지 스웨덴은 모든 망

명 신청자 및 무국적자와 적은 수의 난

민들에게 거주 및 원조를 허락했습니다. 

최근의 신청자들은 다수가 한정된 재원

만을 갖고 있었기에, 이는 스웨덴 정부

로 하여금 정책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스웨덴은 23%의 사람들만이 인격적인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세속적인 나라입

니다.

스웨덴에서 예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

양합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연합에 대한 자각이 커져가고 있음에 감

사합시다. 상처받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환대하는 확고한 역사를 가진 스웨덴을 

축복하시길 기도합시다.

타락한 사고의 체계들과 영적인 기만이 

무너지기를 기도합시다. 스웨덴 전역에 

결쳐 성령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이한 

인격적 만남을 갖게 되길 기도합시다.

망명이나 난민을 신청한 모든 사람들이 

쉼터가 되시고 거할 집이 되시는 주 하나

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많은 나라로부터 온 스웨덴의 무슬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꾼을 부르

셔서 하나님께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만다

이즘교도, 예지디종파, 조로아스터교의 

이주민들이 꿈과 환상, 그리고 교회를 통

해 진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스웨덴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태국여성들

이 자유케 되기를 기도합시다. 보다 작은

디아스포라 그룹들이 책, 음악, TV, 라디

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성경의 내용들

을 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메일로 매달 업데이트를 받고 싶으시면, 
Katherine Lorance에게 연락하세요: 
kwlorance@gmail.com

GDN 연락처:

http://global-diaspora.com 
4th Floor Back to the Bible Bldg. 
135 West Avenue 
Quezon City, Philippines 1104 
Phone:  +632 788 24 02 
Everyday 9:00-17:00 

(정보 출처: Joshua Project, Global Prayer Digest, Operation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