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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적인 기도

디아스포라  선교학 개요
서 프로젝트에  대한 기
도 요청
주님께서 남은 출판 과정을 지쳐주셔
서 개요서가 예정된 대로 이번 봄에 출
간되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더 많은 신학교, 신학대학, 사역자 훈련 
센터에서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중요성
을 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
다. 이 주제에 대한 학위과정을 비롯한 
더 많은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서, 교회
가 주님의 때에 더욱 겸비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 시다.

지역 교회 교인들을 위한 디아스포라 
선 교학 훈련 모델의 개발을 위해 기도
합시 다.

개요서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형식적 
혹 은 비형식적 환경 모두에서 효과적
으로 돕는데에 활용되기를 위해 기도
합시다.

하나님께서이책들을훈련기관에보내 
기위해필요한재정을보내주시길구합 
시다.

GlobalDiasporaForum 
참석자들의기도요청

하나님께서레바논내의이주노동자들을 
생명의위협을당하는상황에서소망을 주
시고건져주시길기도합시다.약25만 명
으로추정되는이들이주노동자들은 대부
분아시아와아프리카출신입니다. 이들은
그곳에서사람이기보다는소유물 처럼취
급받고있습니다.우리의구주께 서이들의
위험한노동환경을변화시켜 주시고,이들
을학대하는손길을막으시 며,자살에대한
생각들을쫓아주시길기 도합시다.

각나라의위정자들과정부들을하나님 께
올려드립시다.여기에속한남자와여 자
들모두매일의삶에서살아계신하나 님을
대면하게되기를기도합시다.정책 의결
정과관련하여주님을추구하며,하 나님
께서평화와정의를허락하시길기 도합시
다.

유럽의교회와사역단체들이현재주어 
진모든기회들을가지고그리스도의사 
랑을이주민과난민에게전하는일에힘 
쓰도록기도합시다.특별히세르비아와 
헝가리에서그들의물질적인필요를채 
워주는손길에하나님께서힘을더하여 
주시길기도합시다.이러한사랑의행위 
들이영적으로생산적인대화및관계로 
이어지게해달라고기도합시다.

나가는사람들: 터키인
들
터키인들은세계에서선교의손길이닿 
지않은가장큰그룹중하나를구성하 고
있습니다.대부분의터키인들이이슬 람
교도들이고,그들의문화적정체성을 이
슬람과강하게연결시킵니다.전체터 키
인들중10%가해외에서살고 있습 니다. 
아마도 유럽, 러시아, 그리고 미국 에
서 종교적 소수자로 사는 경험이 그들 
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저항하는 사
람 들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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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 
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원의 메시지가 
보 다 자유롭게 공유되는 곳에 터키인 
디아 스포라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지
혜에 감 사합시다.

그리스 및 다른 발칸반도 국가들에 살
고 있는 터키인들에게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
시다. 예 수께서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사실
이 이 지역 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들의 삶 속에 서 자명하게 드러나길 기
도합시다.
독일에서 3백만이 가까이 되는 터키인
들 이 평강의 왕을 향해 부드럽고 열린 
마음 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 모
든 대 가족들이 함께 그리스도께로 돌
아서고 성숙함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 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터
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으로 드려진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서 그 
영광을 드러 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
다. 우리 방패 되신 주님께서 새로이 예
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삶을 더욱 그 이
름에 영광을 돌리 는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오는 사람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그 정치적 안정 및 국가적인 
부로 인해 디아스포라들의 허브가 되었 
습니다. 싱가포르의 5명 중 2명은 이민
자 이고, 현재 100개에 가까운 민족이 
거주 중이며, 3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
합니다. 국가에서 민족적, 종교적 다양
성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개적으
로 누군가 를 설득해서 종교적 신념을 
바꾸게 하는 행위는 위법이 되고 있습니
다.
싱가포르의 교회를 성장시켜주신 하나
님 을 찬양합시다. 평화와 번영의 축복
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성경적 훈련과 
선교사 파송, 국제적 사역의 전략적 중
심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
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물질적 청빈함을 
싱가포르의 그리스도인들이 닮아 소외
된 이들을 감동시키게 되길 기도합시
다. 단 기 선교사역자들이 하나님 나라
의 확장 에 대한 평생의 사역과 직접적
으로 연관 되는 일을 찾게 되기를 기도
합시다. 동남 아시아 전역으로부터 온 
이주노동자들과 교통하는 사역단체들
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반
복 적인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볼 수 있
기를 기도합시다. 말레이인들과 인도인
들, 그 리고 본토 중국 화교들이 그리스
도를 따 르는 이들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기를 기 도합시다. 성령께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담대한 말과 은혜가 충만한 
행동을 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마
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 시다.

이메일로 매달 업데이트를 받고 싶으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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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tion Policy Institute, Al-Jazeera.com, Global Prayer Digest, Operatio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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