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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의 기도요청

Scattered and Gathered: 디아스포라 

선교학 세계공통 개요서를 위한 기도를 

지속해주세요. 이 책이 디아스포라들과 

관련 이슈와의 효과적인 직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가치가 증

명되길 위해 기도합시다.

GDN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하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주민들을 향한 교

회의 사명을 격려하는데 사용되도록 기

도합시다. 

7월 25일-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

아 신학연맹 총회의 참석자들을 위해 기

도합시다. 이들이 디아스포라 선교학에

서 제시하는 시급함과 기회들에 대해 반

응하게 되길 위해 기도합시다. 신학 및 

선교 교육자들이 보다 깊은 수준으로 디

아스포라 신학을 채택하여 미래의 신학

자들, 성직자들, 그리고 선교 인력들이 보

다 효과적으로 준비되길 위해 기도합시

다. 

GDN 리더들이 관련된 주요 모임이 두 가

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자카르타에서 8

월3일-10일에 있는 로잔 젊은 지도자 모

임이고, 또 다른 것은 8월 22일-26에 대

만에서 열리는 제9회 화인세계복음화회

의 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기획 및 준

비의 과정을 보호하고 이끄셔서 이 모임

들이 잘 개최되길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참석자들을 두르고,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게 되기를 기도

합시다. 성령하나님께서 GDN 리더들을 

통해 말씀하셔서 더 많은 교회들을 깨워 

이주민 및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기회에 

반응하게 하시길 기도합시다.

이달에 부다페스트와 베를린의 히브리어

나 러시아어, 혹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

대인들을 향해 계획된 아웃리치를 하나님

께 올려드립시다.

인도 북쪽의 이스라엘 군인출신 여행객

들을 향한 아웃리치를 위해서도 기도합

시다. 부드러워진 마음과 영적인 돌파구

를 허락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제자도를 국경을 넘

어 나누기 위한 TV/라디오/인터넷 프로

그램 및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의 활용

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주시길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먼 거리를 넘어, 특

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지체들로부

터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리스도

인들과의 소통을 가능케 해준 기술로 인

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형제 자매들을 이런 자리 가운데로 이끄

실 때에, 이런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른 방법으로 형제 자매들과 정기적인 교

류를 가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행의 허브들인 공항, 기차

역, 항구 등에 보호의 손을 펴시길 위해 

기도합시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퍼트리

고 이동을 막으려는 적들의 계획을 막으

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허브들에서 그분의 사람들로 인해 찬양



PRAYING ON THE MOVE: GLOBAL DIASPORA NETWORK |  2016년 7월 2

© 2016 Global Diaspora Network 

받으시며, 그곳에 들어오는 자들이 하나

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

합시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에 대해 커져가는 이

민 반대 정서를 고려할 때, 그리스도를 따

르는 자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어진 기

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디아스포라 운동

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시민들과 이주민들 

가운데서 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과 그

분의 일을 타인과 의논하는 것을 금지하

였습니다. 그러나, 온 땅은 주님의 것이

며,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받지 않습니

다. 교회가 가서 제자를 삼는 일에 신실하

도록 기도합시다.

나가는 사람들: 요루바족

요루바인은 나이지리아의 4대 주요 그룹 

중 하나이며, 아프리카의 가장 큰 민족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또한 토고와 베냉의 

토착민입니다. 요르바인들은 대서양 노

예무역을 통해 강제로 쫓겨났으며, 그들

의 자손은 남북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

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요르바 이

민자들은 서아프리카, 미국, 영국, 그리

고 보다 적은 수가 다른 국가에 퍼져 있습

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요르바인들 사이에 하나

님 나라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번성한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국경과 대륙, 바다를 넘어 요르바

인들 가운데 퍼져나가길 기도합시다. 하

나님의 이야기, 즉 성경과 인격적 고백들

이 모든 요르바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에 

전해지고 나눠지도록 기도합시다. 역사

적인 노예무역에 대한 전적인 치유를 위

하여 회개와 화해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구

합시다,

전통적인 종교행위들이 아직도 요르바인

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리

스도께서 모든 삶의 요소들과 영적인 세

계를 다스리심을 그리스도인들이 효과적

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토코

와 가나의 무슬림 요르바인들을 위한 일

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합

시다.

오는 사람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첫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등, 관대하면서도 매우 세속적

인 사회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의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세계의 다양한 곳으로

부터 온 해외 이주민 입니다. 이 다양한 

출신 가운데 터키, 모로코, 수리남, 인도

네시아로부터 온 인구가 상당합니다. 네

덜란드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종교적 정체성이 없고, 대부분의 교회 건

물들이 허물어지거나 교회로 사용되지 않

고 있습니다.

전세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빛과 소금

으로 네덜란드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

양합시다.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계속 성

장하여 강건해지고, 다른 디아스포라 및 

네덜란드 교회들과 더 큰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

들을 부흥시키시며, 교회가 다시금 선지

자적이고 명확한 목소리를 이 나라에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담대한 리더들을 기르셔서 모든 교회를 

목양하며 가르치게 되길 기도합시다. 네

덜란드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발

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길 기도합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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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on World, Migration Policy Institute, Wikipedia, Prayercast) 

네덜란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덜란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맺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전체 인

구의 반이 이주민으로 이뤄진 암스테르담 

가운데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길 기도합시

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 또는 말씀

의 선포를 듣거나, 성령의 열매를 목격하

는 것을 통해 그분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

가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평안과 인정을 

찾는 무슬림들 가운데 영적인 돌파구가 

생기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추수의 주님

께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셔서 네덜란드

의 모든 디아스포라 모임 가운데 증인들

이 생기도록 기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