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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가이드 책의 안내문

          지난 수 년간 매일 밤 철야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기뻐 하시고 또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천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서 깊이 기도하는 성도

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은 앞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그리

고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

는 자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궁극적으

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게 하시는것 이라고 점점 확

신이 듭니다. 또 앞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온 지구촌에서 같은 비전으로 같은 시간에 주

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자들의 막강한 연결망과 주

님이 내려주시는 말씀과 비전을 같이 나누는 주님의 계획

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

작해야 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10월 광주 복음 교회에서 얻은 기도책과 저희 교회에

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편집하여 기도가이드 책자를 만들

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읽

어 내려가면 나도 모르게 한 시간 또는 두 시간이 후딱 지

나갑니다. 나의 영이 살아 나고 혼과 몸이 회복됩니다. 각 

기도의 장마다 뒤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나의 가정과 교회 

또 성령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

록해 가면서 같이 할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사해서 나

누어 쓰면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고 모두 이기는 자들이 되

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기도하기 전에 미리 조용한 곳을 찾

(증보판 Ve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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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마음을 모으고, 이 기도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 지금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에 들어갑니다. 귀신들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기도하는 제 주위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의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

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습

관을 갖도록 해주시고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네트워크가 미주 51개 주가 다 연

결되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 커버하도록 주님께 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네트워크는 “나는 낮아지고 예

수님은 높아지는 것” (요 3:30) 입니다.

          저에게 e-mail과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앞으

로 기도 네트워크로 세워질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내는 곳은 Pastor Michael Park, amiparkmichael@

gmail.com 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기도의 열정을 태워서 주님이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기드

온의 군사들이 되기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영어 기도문도 넣었습니다. 자녀들이나 외

국분들과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

셔서 주님이 좋은 기도문을 추가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번 

증보판에는 우리 민족이면 누구나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

되는 회개할 제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인천 중동 신광교

회의 한양훈 목사님이“회개기도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문을 읽으면서 모두 억압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

기 바랍니다. 

샬롬 & 마라나타,

박 마이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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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 6:9-13)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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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e Church 비전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

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 (예수 그

리스도의 bond-servant)가 되어야 한다.

   성숙한 성도는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신

랑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

야 한다.

1.

2.



3기도Guidebook │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

     예수님의 고귀하신 보혈을 찬미하며 이 시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부정을 거룩하게 하

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고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어둠의 영

을 파쇄한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내 안의 

모든 죄는 씻겨지고 없어질지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에게 붙은 죄의 저주

를 제거한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죄

의 결박을 지금 절단한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

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은 깨끗해질지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더러운 마음은 사

라질지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마

음이 거룩해질지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악한 마음은 사라지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

러워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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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질병은 완전

히 치유될지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죄의 유혹과 욕구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에 예수

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

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

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겠

습니다.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고 증거하

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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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I thank you and praise You Jesus for Your precious blood at 
this hour. I believe only the blood of Jesus has the power to 
cleanse our filth and make the unholy, holy. I now receive 
and drink the blood of Jesus by faith. 

I proclaim by faith that I am set free from the bondage of 
sin through the shedding of the blood of Jesus. By the pow-
er of the blood of Jesus over and in me, I command these 
dark spirits to be smashed. By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over and in me, I declare all the inner sins within me 
to be washed away.

By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over and in me, I com-
mand all the curses of sin over me to be gone. By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over and in me, I command the chains 
of all my sins to be broken now. By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over and in me, my heart and mind are cleansed. 

By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over and in me, I com-
mand any uncleanliness in my heart to go away. By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over and in me, I walk in holi-
ness now with a pure heart. By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over and in me, I command any evil thoughts in my 
mind to go away, and anything else keeping my heart from 
being soft and t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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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over and in me, I receive 
Jesus’ DNA and command all sickness and diseases to be 
completely healed and for my body to be made whole. By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over and in me, I command 
any temptation or desire of sins in my heart to disappear. 
Oh, Lord, let your blood flow in my heart like a river. 

Lord, the blood of life, the blood of truth, the blood of 
righteousness, let that eternal blood of Jesus flow in all the 
areas of my life. Therefore, I will trust the blood of Jesus all 
my life. I will trust the Words of the Lord forever. I will trust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live victoriously in my life and 
forevermore. I will be a proud witness of the blood of Jesus 
all my life. I thank you my Lord Jesus and pray in Your holy 
name, amen and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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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이름으로”선포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일

과 계획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불순종의 마음은 떠나 가고 순종하고 충성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 속에 걱정 근심은 떠나가고 

평강 과 감사로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정욕은 떠나가고 성령으로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으로, 나를 괴롭히는 귀신들의 세력이 성령의 불로 파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방심과 안일함은 떠나고 근신하

는 마음으로 바꾸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의 천군 천사들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파송하노라! 예

수님의 이름 으로, 나의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믿음

과 근신하는 마음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감

정의 생각은 없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지

금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들은 철저히 회개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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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들은 이 시

대의 주님 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지어다!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아버

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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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밤중의 강력한 영적 싸움의 기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하

고 방해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한 밤중에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

어다.

    매일 밤,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

나갈지어다.

     오늘 밤 나의 기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어두움의 영

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휴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나의 영을 방해하는 모

든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

어다.

     나의 몸에 붙어 있는 더러운 귀신들의 표와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질지어다.

     오늘 밤에 강력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를 미혹

하고 아프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나를  보호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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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휴거를 막는 모든 속임과 의심과 불안은 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영이 깨끗해지기를 방해하

는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서로 

사랑하는”권능으로 죄악을 이기고 당당히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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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영접하기위한 기도

주 예수님,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모든 죄

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것을 믿

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

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

신합니다.

반면에 이제까지 나의 삶을 지배해 왔던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이 한 모든 일을 대적합니다.

지금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

어 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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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신분의 선포

 순간 순간마다 나의 신분을 주장하고 선포합니다.

“아들아, 딸아 !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위대한 유

업을 받았으니 네가 가진 것을 주장하라! 그리고 이것을 말

하도록 하라!

  ♥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 나는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이다.

  ♥ 나는 예수님의 사랑스런 신부이다.

  ♥ 나는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이다.

  ♥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 나는 하나님의 후사요 천국상속자이다.

  ♥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자이다.

  ♥ 나는 아버지를 만나러 천국으로 가고 있다.

  ♥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 나는 주님의 최고로 소중한 자이다.

  ♥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이다.

   ※ 매일 매일 신분을 믿고 마음껏 누리자 !!

   ※ 이 모든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추호도 

       의심하지 말자 !!

   ● 신앙의 기초를 반복하고 되새기는 것이 

       승리의 비결 이다.

   ●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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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24시간 보고 계신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을 때 제일 슬퍼하신다.

   ●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

   ● 죄는 즉시 즉시 회개해야 한다.

   ●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신랑이시다.

   ● 예수님은 곧 오시며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 나는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

   ●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자랑이다.

   ● 나는 중보기도의 사명자이다. 

       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 주님과 친밀함이 최고로 중요하다 (최고 관심)

   ●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기뻐하신다.

   ● 주님과 사랑에 빠질 때 모든 것을 이긴다. 

       마지막 때 생존 비결!

   ● 사람은 오직 주님 사랑으로만 채워진다. 

       늘 사랑을 점검하라.

   ● 최고의 신부 준비는 오직 사랑이다. 

       진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 십자가로 구원을, 신분을, 영광을 주셨다.

   ● 오늘도 다섯 가지 말씀으로 살아간다.

   ● 매일 매일 말씀과 기도는 생명 걸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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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배에 목숨을 걸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 신앙의 승리는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다. 

       기도 승리는 신앙 승리이다.

   ● 더 큰 은혜는 더 큰 사랑이며 더 큰 영광이다.

   ● 은혜는 반드시 기필코 받아야 하되 기대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의 것이다.

   ● 착해야 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성령의 열매!

   ● 순간 순간 상을 쌓는 기회이다. 

       주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를 도와 주신다.

   ●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 말이 너무 중요하다. 

      감사의 말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원망 불평의 

      말을 통해 악한 영이 역사한다.

   ♥ 주님 ~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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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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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의행적(흔적, 증거) 열가지

(늘 기록해놓고 반복해서 볼 때 확신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사랑

은 모든 것을 믿으며!!!

     첫번째 사랑: 사랑 안에서 창세 전에 나를 위한 

사랑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해 주

신 것이 엄청난 사랑입니다.

     두번째 사랑: 우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주도 

나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장소로 만드신 것인데 이 모

든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십 

니다.

     세번째 사랑: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 주신 십

자가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네번째 사랑: 성령으로 은혜 주시는데 이 은혜가 

사랑입니다. 은사, 능력, 회개, 성결케 하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다섯번째 사랑: 사랑의 행적을 읽을 수 있도록 성

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늘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의 사랑을 알려 주시고 성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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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여섯번째 사랑: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알게 해 주시려고 선교사님들을 보내 

주심이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일곱번째 사랑: 나를 주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게 하심이 사랑인

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히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덟번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고 

(자녀 로),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

으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

셨는데 이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주

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엄청난 사랑입

니다.

     아홉번째 사랑: 자녀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

십니다. 나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양육시켜 주시는

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영

원한 영광을 위해 주로 훈련의 복과 연단의 복이 많습

니다. 진리의 깨달음,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 주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을 더 알게 하심, 더 변화

되게 하심,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이며 쓰임, 변

화 받음, 더 큰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다 성령의 인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나

를 위한 크신 사랑입니다.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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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번째 사랑: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뵙게 되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

히 온전히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다 나

를 위한 사랑이며 이것이 사랑의 단계입니다.

10.

● 제발! 제발! 제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합니다.

● 느낌이나 감정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이 사랑해 주신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누리세요!

● 예수님께서 너의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봉사도 기쁘지

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제일 기쁘다고 하

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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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기도제목
-사랑부분-

●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나를 창세 전에 선택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신 

    최고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감격합니다.

●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계시며 

    나를 위해 다시 오셔서 영광 중에 만나주실 크신 

    사랑에 감사, 감격합니다.

● 나를 하나님의 왕자, 공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양육시켜 주시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도록 영광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귀한 성경을 만들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주셔서 

    사랑의 편지를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선교사님들을 보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최고의 

    복음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신 최고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늘 회개하게 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중보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 주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늘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해 주시고 

    나의 사랑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시며“나는 너에게 

    빠졌단다”(아가서 4:7, 9) 말씀해 주신 주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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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외울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해주세요!

○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해주세요!

○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해주세요!

○ 주님의 사랑에 많이 울게 해주세요!

○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 성령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 천국을 주신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 주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해주세요!

○ 사랑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 주님의 사랑에 사로 잡히고 매료되게 해주세요!

○ 주님의 사랑 때문에 늘 행복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 주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치유되게 해주세요!

○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 절대 감정이나 느낌이나 환경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증거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다른 것을 초월하게 해 주세요!

○ 내 마음에 우상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주님으로, 주님 

    사랑으로 가득차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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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게 해주세요!

○ 나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예수님 사랑합니다!

○ 사랑하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

○ 나는 주님 만을 원합니다!

○ 주님같은 분 내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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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실한 믿음을 위한 기도

(2)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

●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주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있는 믿음을 주세요.

●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창조주이시며 나의 아버지

    이심을 확실히 믿게 해주세요.

●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굳게 믿으며, 항상 성령님

    을 의지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며,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믿게 해주셔서, 복음을 통해 믿

   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주세요. (롬 1:17)

● 진리가 아닌 어떠한 지식이나 잘못된 사상에 속지 않도

    록,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 때때로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다른 것이 주인되게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사랑의 주, 기쁨의 주, 영광의 주, 능력의 주님을 내 

    마음에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 주님께서 주인되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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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를 원합니다.

●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이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3)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 오늘도 순간순간 함께 해주세요.

●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세요.

● 함께 하신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게 해주세요.

● 함께 하신 주님을 늘 느끼며 체험하게 해주세요.

● 기쁨도 슬픔도 문제도 주님과 나누게 해주세요.

● 하루종일 주님과 대화하며 생각하는 훈련을 잘 하게 

    해 주시고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 주님은 나만 바라보시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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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도(중보기도)에 대한 기도

● 사랑하는 주님, 기도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맛을 알게

    해주세요.

●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힘을, 은혜를 더욱 부어주세요.

● 매일매일 기도만큼은 생명 걸고,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 기도 시간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영혼들을 위해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모든 소식을 들으면 중보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세요.

● 악한 영의 정체를 바로 알고, 담대하게 대적하며, 

(4) 말씀에 대한 기도

● 주님의 말씀을 많이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 말씀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읽고 묵상하게 해주세요.

● 저에게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 선포된 말씀에 꼭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

    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 말씀과 약속을 더 굳게 믿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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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되고 눌린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더 큰 능

    력과, 사랑과, 영적 권세를 부어주세요.

● 있는 자리에서 구원의 통로, 사랑의 통로, 영광의 

    통로로 잘 쓰임받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6 │Global Bride Ministries

특별 기도 제목

(1)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

※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 거룩하신 성령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거룩하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 거룩하신 성령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 거룩하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제 마음과 영혼을 다스

    려 주옵소서.

○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을 다스려 주세요.

○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 기도할 때 실질적인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원하며,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 기도하는 순간순간 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끝까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영광을,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 기도할 때 마다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간절

    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기도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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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임받기를 원합니다.

○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가 재미있게 

    해주세요.

○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해지며, 새롭게 되기

    를 원합니다.

○ 오늘도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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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기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 하나님 아버지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를 위해 최고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를 위해 최고의 사랑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를 위해 최고의 선물인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 저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더 큰 기름을 부어 주셔서 큰 영광을 얻는 자로, 더 

    총애받는 자로, 더 사랑 받는 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님과 친밀하도록 기름부어 주시며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되고 완전한 

    그 사랑을 맛보며 누리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에게 최고로 복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매일 

    천국에 더 큰 영광을 쌓도록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영광 얻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한 중보의 사명을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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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서 감사합니다.

○ 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시대에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에게 좋으신 목사님과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에게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가장 귀한 보물인 것을 

    믿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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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 감사기도

○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려

    고, 저를 택해 신부 단장을 위해 준비시켜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 저를 위해 천국에 많은 영광을 예비해 주시서 

    감사합니다.

○ 제 안에 오셔서 늘 저와 함께 해 주시고, 이 진리를 더  

    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 저를 변합없이 진실되게, 그리고 깊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에게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 자신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저와 

    가까이 하셔서 친밀하게 동행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늘 사랑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금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며, 도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 영광의 복음, 행복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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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님 같은 분은 내게 없습니다!

○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로 행복합니다.

○ 예수님은 저의 생명이시며, 저의 구원이시고, 저의 

    기쁨이십니다.

○ 예수님은 저의 행복이시며, 저의 소망이시고, 저의 친

    구이시며, 저의 신랑이시고, 예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 사랑하는 예수님, 속히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 사랑하는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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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님께 감사기도

○ 사랑하는 성령님, 저를 위해 제 안에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언제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와 언제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를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갈수록 더 사랑하게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늘 도와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천국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더 큰 영광을 쌓도록

    더 큰 기름부어 주시고, 영광의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 죄악에서, 시험에서,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님 오심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행복 가운데서 

    기다리게 해주시고, 상을 쌓으며,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혼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

    시고, 힘을 주시고, 귀하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늘 회개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서로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3기도Guidebook │

    사랑합니다.

○ 기도할 때마다, 찬양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 늘 주님과 만남을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친밀하게 해주시고, 더 존귀한 자가 되도록 기름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령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친구

    이시며, 나의 위로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 더욱 더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령님과 더욱 동행하며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 거룩하신 성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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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기도로 금식합니다.

(요나3:5)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

고 무론 대소하고 굵은 베를 입은지라”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이 하니님을 믿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은 것 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식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

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금식을 하며 절제된 생활을 하기

를 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압니

다.금식을 통하여 저의 연약해진 몸도 치료받기를 원합니

다.육신적 각종 질병, 정신적 질병과 고통, 멍에의 사슬로

부터 놓임을 받게 하옵소서. 먹어서 산처럼 쌓여서 생기는 

병인 암(癌)세포의 근원이 마르게 하옵소서.

(사 58:6)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

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주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능력있는 신앙생

활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금식 기도를 통하여 능

력을 받아 좁은 문, 협착한 길을 끝까지 이기며 갈 수 있

게 하옵소서.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성경 말씀대로 권

능을 얻고 더욱 겸손해지고 성숙해지며 주님과 친밀한 종

이 되게 하옵소서.

(3) 금식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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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7:21)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유(類)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느9:1) “그 달 이십사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

식하며 굵은 베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우리들의 실족하고 타락한 신앙을 금식함으로 회복하게 하

옵소서. 금식함으로써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금식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否認)하고 자기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위기에 처한 정치, 경

제, 군사, 신앙의 모든면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옵소

서 (요엘 3:1).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등도 사명을 감당

하기 위해 40일 금식했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키 위

해서 적어도 한달에 하루는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파수꾼의 역할을 감

당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온전히 맡길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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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금식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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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케 하는 기도

     거룩하신 나의 주 예수님, 아담과 하와 이 후 나의 조

상이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 모든 죄들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로 완전히 덮습니다. 

이러한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나의 책임으로 받아

드립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조상 때부터 내

려온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조상들의 죄에 대한 자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 

하시기까지 잠시 기다리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 

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한다.)

거룩하신 나의 주 예수님, 내가 태어난 후 부터 지금 이 순

간 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나

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자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 

하시기까지 잠시 기다리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죄를 다 고

백 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한다.)

(1) 회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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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ntance

Holy Lord Jesus, I confess all the sins of my entire generational 
line all the way back to Adam and Eve.  I completely cover 
these sins with the precious blood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I accept full responsibility for all of my full generational 
line’s sins.  Holy Lord Jesus please forgive all of my complete 
generational line’s sins.  

(Wait for a response from the Lord that he forgives all of your 
generational line’s sins. Then do a complete sincere repentance 
for these sins and wait for The Lord to accept your sincere re-
pentance.)

Holy Lord Jesus, I confess every sin I have committed from 
the moment of my birth to this very moment. I accept full 
responsibility for all of these sins and I ask you to please forgive 
these sins. 

(Wait for The Lord to tell you he forgives all your sins. Then do 
a complete sincere repentance for these sins and wait for The 
Lord to accept your sincere repen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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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세요.

○ 오늘도 깨어 기도하기를 게을리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오늘도 주님 오심을 온전히 사모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오늘도 천국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천국에 온전히 

    소망을 두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오늘도 성령의 기름부음을 사모하지 않고 충분히 

    받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오늘도 주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주님과 친밀하려고 애쓰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중보기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 않고 게으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에 게으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읽기를 멀리하고, 찬양 

    하기를 잊었던 것, 기쁨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부린 죄를 용서해 주세요..

○ 항상 기뻐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낙심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온유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고 때린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입술로 흉을 보고 욕을 하고 투정부리고 거짓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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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을 놀리고 신경질 내는 말, 사나운 말, 무서운 말, 

    아름답지 못한 말로 상처 준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낸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왕따시키고 

    따돌리고 흉을 보고 이간질 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 겸손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주님보다 다른 것(친구, 노는 것, TV, 컴퓨터, 

    게임, 사람, 돈, 장난감, ...)을 더 사랑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음란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용서해 주세요.

○ 욕심(먹는 것, 옷, 돈, 물건, ...)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양보하지 않는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입술을, 

    내 눈을, 내 귀를, 내 감정을, 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 불순종, 교만, 혈기, 분노, 짜증, 거역, 시기, 질투, 

    탐심, 싸움, 세상소망, 음란, 폭력, 거짓, 우상숭배, 

    속이는 영으로 인한 내 영혼의 모든 묶임과 갇힘과 

    올무와 매임과 사슬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파쇄한다!

○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임을 

    선포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과 능력과 권능 

    으로 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모든 악의 세력에서 

    지켜지기를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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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처 및 아픔을 치유하는 기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조상에게 해를 

입혔거나 상처를 주어서 나와 나의 가계까지 부정적 영향

을 미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조상

이나 내가 저들을 향한 모든 분노, 쓴뿌리, 증오, 앙갚음, 

복수, 불평 및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 놓습니

다. 또한 나와 조상이 타인으로부터 혹은 천재지변 및 전

쟁과 같은 인재로 인해 몸과 영혼과 감정이 깊은 상처와 고

통을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때 받은 상처와 고통

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와 혹은 조상이 경험한 각종 공포, 두려움, 

수치, 놀람, 충격 등 모든 부정적 감정을 주님께 내려 놓

습니다.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

옵소서. 반면에 상처와 아픔을 통해 사단에게 열려졌던 모

든 문을 닫습니다. 상처와 아픔의 기회를 틈타 나와 가계

를 공격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출

합니다. 

    나와 나의 가계에서 예수님이 준비한 장소로 묶임을 받

고 떠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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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맹세를 차단하는 기도

(4) 저주를 차단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조상이 맹세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와 조상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맹세를 파기합니다. 또한 나와 조상이 한 모든 거

짓 맹세를 파기합니다.

     나는 이 모든 맹세가 이제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선포

합니다. 조상이 한 모든 맹세를 통해 내 삶을 묶고 있는 사

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끊어버

립니다. 맹세로 인해 사단에게 사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나

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 놓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모

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나와 나의 조상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신이나 후손을 저주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저주

를 차단합니다. 이로 인해 사단이 획득한 모든 권리를 취

소합니다. 임신때 부터 현재까지의 삶에 미친 모든 저주의 

효력을 박탈합니다.

     주님, 저주가 나와 후손에게 이미 효력을 발생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피해로부터 회복시켜 주옵

소서. 반면에, 나와 조상이 타인에게 저주를 받을 만한 행

동을 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

시고 죄악으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

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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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적 혼의 결속을 차단하는 기도

     능력의 주님, 나는 나와 연결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모든 부정적 혼의 결

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특히, 배우자 외에 성

적 관계를 통해 혼이 결속된 모든 관계를 차단합니다. 하

나님의 허락한“관계”를 벗어난 어떤 혼의 결속도 차단

합니다.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차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혼의 결속을 통해 사단이 획득한 

모든 힘과 유익과 권리를 파기하고 제거하노라.

     반면에, 하나님이 허락한 건강한 혼의 결속을 통해 진

리와 은혜와 선과 능력만이 교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케 하시고, 저들이 우리에게 한 저주를 취소케 하옵소

서. 한편, 우리에게 날아온 모든 저주를 복으로 돌려 보냅

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종류의 저주를 하나님의 복으로 바

꾸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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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계(家系)의 영적 뿌리를 찾는 기도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롬 14:9)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

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딤후 4:1)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벧전 4:5)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

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창세 전에 저의 부모를 통해 저를 세상에 보내도록 계획하

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놀랍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시 139:13-16) “주께서 내 장부(臟腑)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배치합니다. 하나님이 허락

하신 인간관계를 사랑과 치유와 평안함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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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고”

나의 조상을 통해 모든 재능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은혜와 복이 나

의 삶과 나의 후손의 삶에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상을 통한 모든 은혜와 복

이 하나님의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

님께 헌신합니다.

 

반면에 나의 조상이 내게 대물림해 준 것들 중에 하나님께

서 심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조상이 하

나님께 합당하게 행치 않은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

게 하옵소서 

(고후 4:6)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엡 5: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

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성령께서 나의 조상이 범죄한 것들을 밝혀 주옵소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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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신의 가계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는 기도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

합니다.

  

(신 28:13)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마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

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

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

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

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막 16:15-18)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여,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의 죄들 중에서, 특히 후손에게 

저주를 불러 왔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 죄들과 사건들을 

조명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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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

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

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눅 9:1-2)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

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

시며”

(눅 10: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

단코 없으리라” 

(요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

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

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믿음으로 하

나님 앞과 어둠의 세력 앞에서 내 가족을 대표합니다. 나의 

가계의 모든 식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계의 주인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만약, 나의 조상 및 후손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사단에게 헌신한 것

과 사단과의 어떤 종류의 계약을 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

로 회개하고 모든 계약과 헌신을 취소하고 파기하노라. 이

를 통해 사단이 나의 가계를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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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선포하노라.

이제 나는 나의 가계를 대표하여 나의 가계의 모든 가족의 

영과 혼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노라. 나와 나의 

후손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하노라 

(수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

노라”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당신의 가계에 적용하는 치유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저주를 초래하게 한 나와 나의 조상이 지은 모든 죄를 미워

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 미신, 잡신을 섬

긴 것, 굿, 타종교를 믿은 것, 마술, 주술/사술, 점과 점성

술에 참여한 것, 악령에 의한 마법, 사주팔자, 관상, 점, 제

사, 간음, 호색, 타인을 학대한 것, 살인, 기만, 거짓말 등

의 죄를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

와 죄씻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외에 일어

난 모든 성적 관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

로부터 힘과 유익과 권리를 구하였고 얻은 것을 회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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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와 나의 자녀들을 조상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분

리시켜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버지와 어머니 가계에서 각각 일어난 모든 죄 위에 뿌

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내 가계에 임한 모든 

종류의 죄의 결과 및 저주를 차단하고 제거합니다. 아버지

와 어머니의 조상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준 모든 종류의 가

계적 속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나는 부모님

으로부터 온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은 모든 것은 예

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복으로 돌려 보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 죄의 고백 및 죄의 사슬을 차단하는기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서 나의 조상의 모든 죄를 고

백합니다. 그런 조상의 죄에 참여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

며,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저주를 임하

게 한 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나의 가족의 모든 식

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불의를 용서하여 주

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의 조상의 죄의 결과로부터 나와 나의 후손을 풀어 놓아 주

옵소서. 사술/비술과 사단적인 어떤 것과 접촉된 것을 끊

어버립니다. 만약 내가 어떤“매개 물체”를 갖고 있다면, 

나 자신이 그것을 파괴할 것을 결심합니다. 사단이 나와 나

의 가정을 공격할 수 있는 사단의 모든 권한을 박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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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주와 악영향을 가져온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

      세대를 통해 나에게까지 대물림된 _______________

죄를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할 것) 회개합니다. 용서

하여 주시고, 그 죄 위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주옵소

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사랑과 능력으로 

__________________의 죄의 대물림을 끊어버리고, 죄

로 인한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________________ 죄는 우리 가계를 침범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상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

스도의 피를 통해 나와 나의 후손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

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시

는 것과 같이, 나는 의지적으로 나에게 해를 입혔거나 잘 

못 했거나 악한 영향을 준 부모, 친척 및 조상들을 용서합

니다. 

 

     특별히 나는 부모, 친척 및 조상 중에서 ________ (사

람 혹은 사람들 이름)가 _________________(잘못한 행

동 및 죄, 피해 및 저주)로 나에게 상처/피해/저주를 준 것

에 대해 용서합니다.

     이제, 저들을 향한 나의 모든 분노, 쓴 뿌리, 증오, 앙

갚음, 복수, 불평 및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 



51기도Guidebook │

놓습니다. 주님, 나의 용서를 통해 저들을 묶임에서 풀어

주시고, 저들을 통해 우리 가계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차단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11) 사단을 대적하며 추방하는 기도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가계를 통

해 침입한 사단과 그의 부하인 악한 영들과 그들의 모든 활

동을 대적합니다. 나는 현재와 과거, 우리 집안 식구들이, 

특히 미신, 잡신, 우상숭배를 통해 맹세하고 서약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기합니다. 우리 가문이 다른 가

문들을 지배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걸어 놓았던 모든 마법, 

저주, 주문, 마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

고 무효임을 선포합니다. 다른 가문이 우리 가문을 지배하

거나 망하게 하려고 걸어 놓은 모든 마법, 저주, 주문, 마

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무효임을 선

포하고 복으로 돌려 보냅니다.

     이제, 아버지의 가문을 통해 들어온 어버지 성씨 귀신 

(혹은 가문 귀신) 및 어머니의 가문을 통해 들어온 어머니 

성씨 귀신 (혹은 가문 귀신)을 각각,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

한 장소로 추방합니다. 아버지 및 어머니의 가계를 통해 침

입한 모든 영들을 성령의 줄로 묶어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

한 장소로 추방합니다. 나는 죽음, 폭력, 배척, 교만, 반항, 

거역, 분노, 분리, 두려움, 호색 및 성도착, 마술, 가난, 궁

핍, 부채, 파산, 이혼, 이별, 이간질, 불화, 우울증, 비관, 

고독, 방랑벽, 한(恨) 및 슬픔, 학대와 중독의 영을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추방합니다. 유전병, 정신이상,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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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당뇨병, 고혈압 등 질병을 가져 온 모든 영들을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출하고, 나갈 때 가져온 모든 질병을 

가지고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이미 나간 영들, 비슷한 영

들 및 우리 가문을 공격하기 위해 지정된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죄악을 통해 사단에게 열어놓은 모든 문들을 닫아 버

리고 가계 및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각 세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배치합니다. 조

상으로부터 온 모든 저주를 복으로 돌려 보내고, 하나님의 

복만이 자손들에게 내려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 치유에 대한 감사 및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가정을 조상의 죄악과 저주

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와 저주와 

사단이 점령했던 부분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

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의 식구들 각자를 머리부터 발끝

까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

워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삶과 나의 가

정을 축복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을 속박했던 것과 반대된 

것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언급하면서 기도하

라). 나와 나의 가정 안에 새로운 성품이 심겨지고 자라게 

하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을 의(義)의 병기로 주님 앞에 재 

헌신합니다. 성결케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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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의 이름으로 현재까지 일어난 치유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 대 청소 기도

거룩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마음(heart)을 주님의 보혈

과 성령의 불로 대청소해 주시고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

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혼(soul)을 주님의 보혈과 성

령의 불로 대청소해 주시고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

서.

거룩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생각(mind)을 주님의 보혈

과 성령의 불로 대청소해 주시고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

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잠재의식(sub-conscious 

mind)을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대청소해 주시고 온

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예수님, 나 자신(my self)을 주님의 보혈

과 성령의 불로 대청소해 주시고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

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감정(emotion)을 주님의 보

혈과 성령의 불로 대청소해 주시고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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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속사람(spirit man; inner 

man)을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대청소해 주시고 온전

히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몸(flesh)을 주님의 보혈과 성

령의 불로 대 청소해 주시고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옵

소서.

거룩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의지(will)를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대 청소해 주시고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

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예수님, 천국에 있는 나의 모든 기록(re-

cord keeping books)을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대 청

소해 주시고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예수님, 천국에 있는 나의 세마포 옷(robe 

& gown)을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대청소해 주시고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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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sing

Holy Lord Jesus please cleanse and completely purify my 
heart with your precious blood and your holy fire.

Holy Lord Jesus please cleanse and completely purify my 
soul with your precious blood and holy fire.

Holy Lord Jesus please cleanse and completely purify my 
mind with your precious blood and holy fire.
Holy Lord Jesus please cleanse and completely purify my 
sub-conscious mind with your precious blood and holy fire

Holy Lord  Jesus please cleanse and completely purify my 
self with your precious blood and holy fire.

Holy Lord  Jesus please cleanse and completely purify my 
emotion with your precious blood and holy fire.

Holy Lord Jesus please cleanse and completely purify my 
spirit man with your precious blood and holy fire.

Holy Lord Jesus please cleanse and completely purify my 
flesh with your precious blood and holy fire.

Holy Lord Jesus please cleanse and completely purify my 
will with your precious blood and holy fire.

Holy Lord Jesus please cleanse and completely purify all my 
record keeping books in heaven with your precious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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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 Lord Jesus please cleanse and completely purify my 
robe and gown in heaven with your precious blood. Amen!

(14) 큰 뱀의 영, 대적 기도문

※기도와 말씀을 방해하고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재정을 어

렵게하는 큰 뱀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문

   

내가 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가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큰 뱀, 파이톤(Python)의 

영은 지금 즉시 나를 풀고, 묶임을 받고 지옥의 바닥으로 

던져질지 어다.

이제 내가 하늘의 천사들에게 명한다.

빨리 와서 이곳에 묶여 있는 큰 뱀, 파이톤의 영을 데리고

지옥바닥으로 보낼 것을 크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명하노라.

내가 크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큰 뱀, 파이톤의 영이 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발

라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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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신갑주 기도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엡 6:11-18)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다음과 같이 입노라.

나의 허리는 진리로 된 벨트를 띠고 이제 진리가 (예수 그

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말씀) 나를 자유케 한다.

 

     “나는 의(義)의 흉배를 입는다.”

     이것은 나의 가슴과 배의 중요한 부분을(심장, 폐, 간, 

콩팥, 대장, 소장, 췌장, 비뇨기관, 생식기관) 보호함으로 

나를 건강 하게 만든다. 특히 나의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를 확실히 믿음으로 영의 사람이 된다.

 

     나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들고 마귀들의 불 화살들을 모

두 막고 불을 꺼버릴 것이다.

 

     나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의 발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큰 뱀, 파이톤이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크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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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평화와 평화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는 이제 구

원의 투구를 나의 머리 위에 쓴다. 구원의 투구는 내 머리 

안에 있는 모든 뇌 조직들과 신경 조직과 세포들 하나 하나

를 보호하며 나의 마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

우고 내 생각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지식을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속으로 거쳐 통과하게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공격

한다.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

넉히 이기느니라. (롬 8:37)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마귀를 이기었나니 이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의 왕보다 크심이라 (요일 4:4) 내

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 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 4:19)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눅

18:27)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

눅 1:37) 

 

     이제 나는 일곱번째의 갑옷인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무장한다.(이 때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

려드린다)

 

     나는 이와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

도의 피로서 인을 치셨음으로 어떠한 악한 영들도 나에게 

들어 오지 못한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셔서 어두움의 영인 마귀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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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상의 저주를 끊는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아버지께 나와서 고백합니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무

지로 인해, 호기심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우상과 사단을 

섬겼나이다.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우리 조상

들이 주술적 죄악을 지어 주술과 점술이 우리집 가계 혈통

을 따라 내려오게 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사단과 맺은 모든 피의 언약을 파괴합니

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언약과 상관이 없으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

도와 더불어 피의 언약을 맺었나이다. 우리는 어린양의 보

배피로 깨끗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내가 더욱 밝게 빛을 비추어 오늘

도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승리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을 드릴것을 굳게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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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로 옮겨졌나이다.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아! 우리는 더 

이상 너희와 상관이 없고 너희도 우리와 상관이 없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모든 사단의 세력들아 지

금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가문이 사단과 혼인의 언약를 맺었으면 용

서하여 주옵소서.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언

약을 파기하노라. 우리 가문이 그 때에 사단과 맺었던 어

떠한 관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기하고 끊어

버리노라.

 

     우리 가문의 혈통을 타고 악의 세력들이 우리 가문을 

영구히 지배하고자 중얼거리는 모든 주문과 찬가를 끊어버

리노라. 주여 우리 가문이 동물제사나 인육제사 드린 것을 

용서 하옵시고 동물이나 인간이나 귀신들과 성적으로 범죄

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배우자 외에 혼인 언약 밖

에서 성적 교류를 가짐으로서 발생한 모든 망령적 유대관

계를 단절하노라. 점하는 주술의 영들, 종교적인 영들, 능

력 행하는 영들, 거만한 영들, 지적인 영들, 지배하는 영

들, 성경을 왜곡시켜 다르게 해석하게 하는 영들, 기타 대

대로 이어져 온 미혹의 영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날지어다.

 

     우리 가문이 다른 가문을 지배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걸

어 놓았던 모든 마법, 저주, 주문, 마술을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끊어 버리며 무효임을 선언하노라. 또한 다

른 가문이 우리 가문을 지배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걸어 놓

은 모든 마법, 저주, 주문, 마술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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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끊어 버리고 무효임을 선언하노라. 아버지시여, 우리

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들을 용서하오니 주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 가문에 지정해 놓은 모든 조언하는 영들, 

귀신들 및 다른 가문과 사단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취득한 

가문에서 귀신들을 떠나 보내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

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우리 가문에 분깃이 없느니라. 우

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나라에 속하여 있으므

로 너희는 우리와 우리 가문에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떠날지어다. 우리의 영과 

혼을 접속시킨 귀신의 세력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우리를 놓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우리가 악령숭배에 빠지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속사람에게 인을 쳐

서 모든가족 식구들이 모든 귀신의 세력들에게서 벗어나

게 하노라. 미신, 잡신, 우상숭배하던 가문의 식구들이 현

재나 과거에 맹세하고 서약한 모든것을 예수 이름으로 파

기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와 우리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집안에 영입해 들이고 잘 대

접해 준것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

케 하옵소서.

     사단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꾸짖노라. 우리 옛 

조상들이 너를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의 정사와 권

세와 주관 자들의 악한 세력에 눌렸었는데 이제는 너희에

게 열어 놓은 모든 문을 닫아버리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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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 군대로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나 자

신과 우리 가문이 이제는 단절되었노라. 우리 가문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광명의 나라에

서 지배하며 왕노릇 한다는 것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주님

의 종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삶의 주인 이시라. 

이 모든 말씀을 권세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우리안에 있었던 더럽고 추한 것

은 완전히 떠날지어다. 다시 오지 못할 지어다. 악한 영이 

있던 자리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

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소서. 가장 축복

받은 자녀들로 인쳐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

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두려움의 영아 듣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네가 지금 나를(또는 OOO를)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것

을 명령하노라.

나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즉“두려

워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들고 지금 너의 목을 발로 누

르고 있다. 나는 나의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명령하노라. 

너의 모든 권세는 풀어지고 끊어질 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네가 의지하고 있던 몸에서 즉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지어다.

나의 사랑하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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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 두려움의 영이 있었던 자리를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선한것

과 충성과 절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끗한 마음으로 채우소서. 크신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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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숭배의 죄 회개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셨

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이 조상신, 칠성신, 삼신, 삼신할머

니, 산신, 지신, 용왕신, 일월성신, 부처, 미륵, 만신, 성주

신, 업신, 조왕신, 문전신, 측간신, 서낭신 등 미신, 잡신을 

섬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

기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이 

●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조상신, 칠성신, 삼신, 삼신할머

니, 산신, 지신, 용왕신, 부처, 미륵, 만신, 일월성신, 큰 

바위, 고목나무 등 우상을 만들었고, 불상, 미륵, 불탑, 돌

탑, 장승, 솟대 등 우상을 조각하고 만들었습니다.

● 우상에게 절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물인 땅과 산과 강, 바다, 해달별, 고목나무, 돌, 큰 바위 

등을 ‘~~신’이라 일컬으며 그것들에 음식차려 놓고 절

하였고 지신밟기, 당산제, 산신제, 용왕제, 풍년제, 풍어

제, 기우제 등 온갖 제사를 지내며 섬겼습니다. 신주, 죽은 

사람, 무덤 앞에 상을 차려 놓고 절하며 초우제, 삼우제, 소

상, 대상, 담제 등 온갖 기/제사를 지내며 귀신을 섬겼습니

다. 때론, 죽은 사람을 위한다며 절에 가서 불공드리며 49

재, 천도재를 지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 우상의 제물도 먹었습니다. 제사, 고사음식을 좋아하여 

(1) 우리 집안에 흐르는 죄성 
- 십계명의 죄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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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 먹었고 이웃에도 나눠주고 또 얻어먹었습니다. 절밥

을 먹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물어보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

라 지켰으며, 손금, 사주팔자, 토정비결, 오늘의 운세 등을 

보았고, 화투 점, 별자리 점, 컴퓨터 점을 치고 보았으며, 

부적 붙이고, 손 없는 날 보며 미신을 지키고 따랐습니다.

귀신놀이 하고, 무당굿, 마술, 점성술에 현혹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 사교(사탄교)와 이단에 빠진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저의 가족, 조상들이 불교, 원불교, 천리교, 천도교, 

대순진리교, 동학, 남묘호랑개교, 힌두교, 이슬람교, 라마

교, 통일교, 여호와증인, 구원파, 신천지 등 사교와 이단에 

빠져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

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맹세

한 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죄, 맹

세하고 지키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

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는

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은 죄, 주일에 

내 유익을 위해 일하고 놀러가고 유흥을 도모한 죄, 봉사하

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

이 부모를 섬기지 아니한 죄,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불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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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부모 원망하고 혈기부린 죄, 주 안에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

이 살인죄를 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게 한 

죄, 타살 죄, 부지불식간에 죽인 죄, 낙태 죄, 죽으라고 저

주한 죄, 자살 죄,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말한 죄, 미워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교의 사명 없

이 내 욕심으로 주의 일하여 내 몸을 혹사하는 순교자 증후

군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이 간

음죄를 지었습니다. 동성애, 수간, 강간, 근친상간, 외도, 

변태성용, 관음증, 음담패설, 혼전관계, 축첩, 음란비디오, 

도색잡지 등 성적으로 문란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행했습

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졌습

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이 

이웃의 것을 욕심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한 죄, 다

른 사람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

하여 주시옵소서.

제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이 사기죄, 세상 법을 앞세워 함부로 고

발하고 재판한 죄, 거짓말한 죄, 시기 질투한 죄 거짓증언

한 죄, 다른 사람에게 거짓증언 하도록 시킨 죄를 지었습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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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상들이 이웃의 것을 탐내고 욕심낸 것을 회개합니다. 

물욕, 명예욕, 정욕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저와 저의 조상들이 많은 죄를 지

었습니다.

* 마음으로 우상숭배 한 죄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상속 받을 유산, 돈이나 권력, 능력, 지식을 의지한 죄, 죽은 배우자

를 마음에 품고 산 죄.

* 영적권위자인 목회자를 대적한 죄, 선교사, 성도와 교회를  핍박

한 죄를 회개합니다.

* 용서하지 아니한 죄,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타인이 저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 죄,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산 죄,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

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

* 의심 죄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타인을 믿지 못하는 의처증, 의부증으로 배우자나 

가족을 의심하여 괴롭힌 죄.

* 약물, 알코올, 담배, 일, 섹스, 카페인, 관계, 감정, 폭력,  게임, 

노름 등에 중독된 것 회개합니다.

* 술집, 여관업, 사채업, 철학관, 이방신전에서 일하는 죄 등 직업의 

죄를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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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상숭배 회개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믿고 

섬겨야 할 저와 저희 가정과 가문이 무지하고 어리석어 하

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아니 진노하실 우

상과 미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복 받고 잘 사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고 죽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저지른 이 우상숭배의 죄는 백번, 천번 죽어 마땅

하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살려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제가 정말로 애통해하며 회개합

니다. 저와 부모와 조상들의 우상숭배 한 죄를 철저히 깨닫

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

서하여 주시옵소서.

▷ 하나님, 손금, 점성술, 점, 화투 점, 컴퓨터 점, 오늘의 

운세, 관상, 토정비결, 사주팔자 등을 통하여 저의 앞날과 

운명을 알고자 했고 또 길흉화복을 점쳤습니다. 또 저와 저

희 집안에 가문에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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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부적에 효능이 있다고 믿어 부적을 몸에 지니

고, 집안에 붙이고, 사업장에도 붙이고 불에 태워 먹는 죄

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악귀를 쫓거나 질병을 낫게도 하

고 복을 가져다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 무지한 죄를 용서

하여 주옵소서.

▷ 하나님, 저의 가문에 무당 짓을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

시옵소서. 굿을 하며 귀신을 불러 드리고 사람들에게 사기

를 치고 등쳐먹는 저주를 받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

적하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희 집에서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귀신

을 불러들였습니다. 굿하는 것을 구경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신에게 아기를 점지

해 달라고 빌었고, 삼신굿도 하는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

여 주시옵소서.

▷ 하나님,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아래 온갖 제사를 드렸

습니다. 제사 음식을 직접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거

기에 신주를 모셔 놓고 절하였으며,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

다. 이것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

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안과 이웃의 장례에는 신주와 묘소 앞에 음식을 

차려 놓고 절하며 초우제, 삼우제, 소상, 대상, 담제, 차례 

등 온갖 조상숭배 기/제사를 지냈으며, 생일과 조상의 기

일, 명절 때마다 신주를 모셔 놓고 음식을 차려 절하며 먹

었고, 그 제물을 이웃에 돌려 먹게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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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부처를 믿고 불교를 받아들인 죄를 용서하여 주

시옵소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며 부처상 앞에 절하며, 

탑돌이 하며, 시주를 했습니다. 또 소원성취를 위해 돈을 

주고 가족의 이름으로 절에 촛불을 켜놓거나 연등을 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다며 49재 등 천도재

를 지냈습니다.

사찰을 짓고 불상 세우는데 시주하고 기왓장을 사서 이름 

올리는 죄를 졌습니다. 방생도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

서하여 주시옵소서.

▷ 하나님, 온갖 우상과 미신, 잡신을 섬겼던 죄를 회개합

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 해, 달, 별, 산, 땅, 물, 

나무, 동물 등을 신이라 일컬어 일월성신, 칠성신, 지신, 

산신, 용왕신, 당산신, 산신령, 성주신이라 섬기며 그것들

에게 기우제, 용왕제, 산신제, 당산제, 풍년제, 풍어제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장승, 미륵, 부처상, 돌탑, 단군상, 솟대 등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긴 죄를 용서하여 주

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저의 조상들이 일체치하에 신사참

배, 동방요배하며 우상과 일본천황을 숭배한 죄를 용서하

여 주시옵소서.

 

▷ 하나님, 집안 곳곳에 귀신, 곧 조상신, 성주신, 지신, 삼

신, 업신, 조왕신, 문전신, 측간신을 모셨던 죄와 지신밟기 

한 죄, 나물과 음식차려 놓고 소원을 빌며 섬겼던 죄를 지

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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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정월 초하루 보름날 등에 해 달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고, 칠성신에게 무병장수와 복 달라고 비는 죄를 지었

습니다. 하나님, 서낭당에 음식을 놓고, 소원을 빌었고 돌

을 쌓으며, 또 큰 바위, 나무 앞에 절하며 소원을 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고사 지내며 소원을 빈 죄, 또 북어와 실을 매달아 

놓은 죄를 졌습니다. 고사떡과 음식을 먹고, 이웃에 돌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없는 날을 택해서 혼인하고 이사를 하고 장 담

그는 등 미신을 믿고 따랐던 죄를 졌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 하나님 온갖 사교와 이단에 미혹되어 천리교, 천도교, 

대순진리교, 증산교, 동학, 운불교, 여호와증인, 남묘호랑

개교, 통일교, 몰몬교, 구원파, 신천지 등에 빠져 죄를 지

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전호흡과 요가와 기 치료, 심령술을 닺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눈속임하는 마술을 행하며 

마술에 빠져 들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제 자신이, 가족이, 친구가, 돈이, 재물이, 집이, 일과 직

장이, 명예가, 쾌락이, 취미가 우상이 되었던 죄를 용서하

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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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

을 받으셔야 될 유일신이시며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해야 할 저와 저의 조상들이 

무지하고 무식해서 저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을 버리고, 귀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그 귀신들을 섬

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저의 조상들은 ‘조상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선한 

행위로 자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요 복 받는 행위라

고 여겼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손들에게 화가 임한다

고 여겨 조상 제사에 지극 정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

을 섬기는 것으로 죽을 죄요, 큰 저주를 받을 죄악이었는데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3~4대까지 저주가 내려 갈 것도 모르고 

이러한 죄를 대대로 지어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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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제사를 지내며 귀신을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저의 조상들이 전통의 상/제례에 따라 기/제사를 지

냈는데, 상(喪)을 당했을 때는 유교적 상례에 따라 초우제, 

삼우제, 소상, 대상 등 상례제사를 집과 길거리, 묘소에서 

지냈습니다.

때론 죽은 사람을 위한다며 불공을 드리며 49재를 지내기

도 했습니다. 또 제례에 따라 정월 초하루부터 매월초하

루, 보름날, 생일, 기일과 한식, 추석, 사시, 섣달 그믐날

에 이르기까지 1년 내내 차례와 제사를 지내며 살아왔습니

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차례나 제사를 지

낼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제사상을 차

리고, 그 앞에 지방(신주)을 써 붙여 놓고 절하였습니다. 

그것은 조상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음식을 차리고 

귀신에게 절하며 귀신을 섬긴 것임을 인정하오며 회개합니

다. 용서해 주옵소서.

또 제사상에 지방을 써 붙이고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귀신

을 불러들인 이 사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과 더불어 먹고 살았음을 시인하오며 회개하오니 용서하

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집안에 영호를 짓고 그곳

에 신주를 모셔놓고 1년 내내 조석으로 음식을 차려 절하

고 그 음식을 먹었으며, 심지어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시

묘살이를 한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집안과 이웃의 장례 때에 죽은 사람과 신주/상여 앞에 절

한 죄, 산소에서 음식 뿌리며 고수레한 죄, 죽은 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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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에게 소원을 빌었던 죄를 졌습니다. 사자밥 해놓고 귀

신 부른 죄, 죽은 사람을 신격화하여 절하며 섬긴 죄를 지

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우상과 미신에게 제사 지내며 섬긴 죄를 회

개합니다. 산과 땅 강과 바다, 고목나무, 장승, 바위 앞에

서 등 온갖 곳에서 산신제, 용왕제, 풍어제, 기우제, 당산

제 등 제사와 고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우상의 제물을 

먹은 죄를 졌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제 입으로 좋

아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는 귀신과 더불어 먹은 것입

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사 지내려고 일하고 음식 만

든 죄, 제사 음식 좋아하며 먹은 죄, 제사음식 나눠주고 얻

어먹은 죄를 졌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저의 조상

들이 1년 내내, 온갖 곳에서, 수많은 미신과 우상을 만들

어 섬기며 그것들에게 제사와 고사를 지내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상례제사 : 초우제(장사 첫째 날), 삼우제(삼일째 날), 소상(1년째 

날), 대상(2년째 날), 담제 등

* 제례제사 : 대상을 지낸 이후부터 기일과 명절에 기제와 제사를 지

냄, 1~4대조 이내의 조상에게 지냄

* 기 제 : 기일(돌아가신 날)에 드리는 제사

* 사시 제 : 사계절(四時) 특정한 날에 5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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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의 조상들이 무지하고 무식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부처, 불상을 조상 대대로 

의지하고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

하시고 진노하시는 우상숭배 한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

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조상들 중에 절에 들어가 중이 되어 부처와 

불상에 절하며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으며 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숭배하게 하는 등 영적 간음죄를 

(4) 부처, 불교

묘소나 사당에서 드리는 제사

* 4 9 제 : 부처에게 불공을 드려주면 살아생전에 지었던 죽은 사람

의 죄가 감해져 죽은 영혼이 더 좋은 내세로 들어간다고 하여 죽은 

사람이나 조상을 위해 절에 돈을 주고 칠일마다 일곱 번씩 불경을 읽

으며 불공을 드리는 불교예식을 천도재라 하는데 칠칠재 또는 49재

라고 부르기도 함



77기도Guidebook │

짓게 하였고 많은 영혼을 지옥가게 했습니다. 저의 조상들

이 지었던 이 죄악들을 제가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

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저의 조상들이 부처를 믿고 불교를 받아들인 

죄와 절에 가서 불공들 드리며 불상 앞에 수없이 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에 돈을 주고 죽은 사람이나 조상

을 위해 불공을 드려주면 ‘죽은 사람의 생전에 지은 죄가 

감해져서 죽은 영혼이 편안히 더 좋은 내세로 올라간다.’ 

고하는 우매한 말에 미혹되어 칠일마다 일곱 번씩 불공을 

드리는 49재 등 천도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성취를 위해 돈을 주고 절에 가족들의 이름

으로 촛불 켜 놓기도 하고 연등을 달아 놓고 소원을 빌었

습니다.

산에 갔을 때, 여행 다닐 때 제 발로 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불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받

아들였습니다. 또 절에 들어가 절하고 주는 밥을 먹었습니

다. 무지하여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 큰 죄악을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에게 호감을 가지고 중이 말한 윤회설 등 불교 

사상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중이 말한 대로 지

켰습니다.

목탁소리 듣고, 염불 외우고, 들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

소서.

이는 제 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

옵소서.

부적에 효험이 있다고 믿어 중에게 부적을 사서 집에 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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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4월 초파일을 지키며 방생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

서하여 주옵소서. 염주를 목이나 손목에 걸고 또 자동차에 

걸고 다닌 죄를 졌습니다. 달마도사, 연등, 동자승, 목탁 

등 불구를 사서 집이나 자동차에 두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저의 조상들이 이 나라 좋은 산과 방방곡곡

에 사찰 짓고 부처상과 온갖 우상들을 세워 놓고 섬기며 이 

땅을 더럽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찰, 불상, 불탑 

세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찰, 불상, 불탑 세우는

데 돈 받친 죄, 절과 중에게 시주한 죄. 절에 입장료 낸 죄

를 지었습니다. 불교 방송, 원불교 방송과 우상숭배 드라

마를 시청하거나 청취하고 이에 동조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저의 조상들이 일제치하에 신사참배와 동방요

배를 행하며 우상과 일본천황을 신성 숭배한 죄를 졌습니

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저의 조상들이 사교에 빠져 지은 죄를 회개합

니다. 불교, 원불교, 천리교, 천도교, 대순진리교, 증산교, 

동학, 이슬람, 천주교, 남묘호랑개교, 힌두교, 라마교, 통

일교, 몰몬교, 여호와증인, 구원파, 신천지 등 사교와 이단

에 미혹되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도제 : 죽은 사람을 위해 불경을 읽어주면 죽은 사람의 죄가 사

해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더 좋은 내세로 올라가게 한다는 불교의식

으로 칠일마다 일곱 번씩 하므로 칠칠재, 49재라고 부름, 천도재는 

사람이 죽었을 때나, 조상들을 위해 음력 7월 15일 백중날에 주로 

이 때에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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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당, 점쟁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믿고 

섬겨야 할 저와 저희 가정과 가문이 무지하고 부족하여 아

프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과 점

쟁이를 찾아가서 길흉화복을 점쳤습니다. 진심으로 회개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값을 생각하면 백번, 천

번 죽어 마땅하나 이 시간 이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

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살

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저의 가문과 조상 중에는 무당짓을 하였거나 

점쟁이 되고 무당(박수)되어 점쟁이(무당질)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점치고 굿을 하며 귀신을 불러들이고, 사기치

고 등쳐먹는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다. 무당 신 내림받은 

죄, 귀신 불러들이고 교제한 죄를 지었으며, 사람들을 미

혹시켜 망하게 하는 귀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환자가 생기거나 큰 일이 생기면 점쟁이에게 찾아

가서 물어 보고 저희 집에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했습니

다. 무당이 굿하는 것을 구경하였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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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당과 점쟁

이를 찾아간 악한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당과 점쟁이가 한 말을 그대로 마음에 두고 믿었으며 그

들이 말한 대로 지켰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

소서.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동토 났다고 하며 무당 굿한 

죄, 정월마다 수신 굿한 죄, 무당 대 잡고 춤추며 좋아한 

죄, 바가지에 밥과 물을 담아서 칼 던지며 귀신에게 빈 죄,

점치러 가는 것 좋아하고 남을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데려

간 죄, 점쟁이(무당)에게 돈 주고 자녀 이름 지석나 이름 바

꾼 죄, 자식을 무당에 팔고 무당 아들로 이름 올려놓은 죄, 

점쟁이에게 돈 주고, 양초 사주고, 쌀 준 죄를 지었습니다.

마당 굿, 춘향이 신 내리기 등 주술 놀이, 귀신놀이 한 죄와 

구경한 죄를 졌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주 대 사습놀이로 무당을 발굴하여 무형문화재로 만들고 

국가세금으로 월급 주는 죄를 지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을 범하여 재앙에 빠져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 미련한 죄를 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믿으면서도 무당과 점쟁이

가 한 말을 그대로 마음에 두고 믿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죄들로 인해 엄청나게 큰 저주

가 내려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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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숭배로 미신성향의 영이 많은 

집안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악영향]

1. 제사영 : 미신의 영은 주로 머리에 많이 있으며 제사 영

은 뇌를 공격하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지낸 자손은 우둔하

고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혼란스럽고 지혜롭지 못하

다. 또 제사 많이 드린 집안의 종손은 그 자손이 귀하다.

1) 우둔하다. 2)집중하지 못 한다. 3) 혼란스럽다. 

4) 눌리고 통제가 안 된다. 5) 지혜롭지 못하다.

2. 무당영 : 음란이 매우 강하며, 일, 관계 등 모든게 깨어

져 잘되는 것이 없다.

1) 음란이 많다. 2)나누어지게 한다. 3) 깨어지게 한다. 4) 

관계가 깨어지고 밀어낸다.

3. 부처영 : 1) 자유롭지 못하다. 2)누리지 못한다. 3)행

복을 방해한다.

4. 미신잡신 : 1)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2)나아가지 못한

다. 3) 형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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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신, 잡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온갖 미신

과 잡신을 섬겼던 죽을 죄를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손금 보고, 반지 점치고, 오늘의 운세를 보았던 죄

를 회개합니다. 때로는 재미로 본 것도 있지만 이것이 얼

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생각할 때 큰 죄

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관상

을 보거나, 토정비결, 사주팔자 등을 통하여 앞날과 운명

을 알고자 저와 저의 가문에서 이 같은 악한 짓을 했습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적에 효능이 있다고 믿어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집안에 

붙이고, 또 불에 태워 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악귀를 쫓거나 복을 가져다주는 줄 알고 무지하여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칠성신에 빌고,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복 달라고 빌

고, 해와 달과 별에 소원을 빌고, 당산나무에 빌고, 큰 바

위에 빌고, 바다에도 빌었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 해돋이 보며, 정월 대보름 날 달을 보며, 칠월칠

석날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

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낳거나 돼지나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금줄을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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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을 섬겼던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짓

날 팥죽을 끓여서 부엌과 장독대에 뿌리고, 온 집안에 뿌

리며 미신을 섬겼던 죄와 들에서 산에서 음식 뿌리며 고수

레하고 미신을 섬긴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고 집짓거나 개업식한 죄를 지

었으며 북어와 실, 소코뚜레를 집에 매달아 미신을 섬겼

습니다.

복 들어오라고 복주머니, 복조리를 집에 매달아 놓았으며, 

악귀를 쫓아내려고 집안 문과 관공서 문에 음나무를 매달

아 놓아 미신 지키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조상들이 손(귀신)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하

고, 장 담그고, 문짝 바르는 등 미신을 믿고 따랐던 죄를 졌

습니다. 시집 장가갈 때 사주팔자, 궁합보고 날 받아간 죄

를 졌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우상과 미신, 잡신을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 해, 달, 별, 산, 땅, 물, 나무, 동

물 등을 신이라 일컬어 일월성신, 칠성신, 지신, 산신, 용

왕신, 당산나무, 산신령, 성주신이라 부르며 섬겼습니다.

또 이것들에게 제물을 차려놓고 빌며 기우제, 용왕제, 산

신제, 당산제, 풍년제, 풍어제를 지냈습니다. 용서하여 주

시옵소서.

미륵, 돌탑, 성황당, 장승, 솟대 등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세

워 놓고 절하며 미신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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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안 곳곳에 귀신 곧 조상신, 성주신, 지신, 삼신, 

업신, 조왕신, 문전신, 측간신, 정낭신을 모셨던 죄와, 지

신밟기 한 죄,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황당이나 큰 바위에 돌 던지거나 

돌탑 쌓으며 소원 빌은 죄, 아들 낳게 해 달라고 미륵, 돌

부처에 빌고, 삼신할머니에 빌고, 베개 속에 부적 넣는 등 

온갖 미신을 지킨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문지방 밟으면 복달아 난다고 지킨 죄, 시험 볼 때 떨어진

다고 미역국 안 먹은 죄, 시험 볼 때 붙으라고 찰떡이나 엿 

먹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저의 가문이 미신과 잡신에게 빌면 자녀가 잘 

되고 복 받은 줄 알고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

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 칠성신 : 수명을 관장하는 신 

* 산신령 : 호랑이 

* 성주신 : 뱀 

* 수호신 : 장 승

* 조왕신 : 부엌에 있으며 불과 물을 관장하는 신 

* 업   신 : 광, 곳간에 있으며 재물을 관장하는 신

* 문전신 : 문 앞에 있으며 부와 재물을 가져다주는 신.

          ‘문지방 밟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신이 머무는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고 믿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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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신 : 삼신할머니. 삼신할매라고도 함. 안방에 있으며, 임신, 

             출산과 아기의 성장을 관장하는 신.

* 측간신 : 측간, 변소, 화장실에 있으며 측신, 측귀라고도 함.

* 정낭신 : 정주목 신이라고 함. 제주도 대문 출입구 정주목 정낭

            (입구 막대기)

* 솟   대 : 긴 장대에 오리 모양을 깍아 올려 놓고 마을의 재앙을 

              막아 주는 수호신이라 함. 소줏대, 소주, 철융, 용대, 거

              릿대 등 지방에 따라 다양하게 불림 

* 토정비결(土亭秘訣): 조선 명종 때 토정 이지함이 지은 한 해 신수

                (身數, one’s fortune)를 보는데 쓰는 책

* 사주팔자(四柱八字): fate, fortune을 보는 생년월일시

 생활 속의 죄 회개 기도

(1) 교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

을 받으셔야 될 유일신이며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분의 존재를 

알고, 그 분을 사랑하며 오직 그 분만을 의지하며 그 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만이 충천하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존

재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

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도 귀 기

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있으면 한번 

보여줘 봐.......’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자입니다.

저는 교만한 자 중에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이 충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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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한

다고 했지만 제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의 종

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 하면서

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

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의를 생각하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

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보다 제 자신의 세상적 

성공을 이루려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행하기

보다 제가 계획하고 제 힘으로 이루려 했습니다. 교회성

장, 전도, 기도, 성경공부, 섬김도 주님의 이끄심을 찾기

보다 인본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으로 이루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맞는 것은 

기뻐하며 순종하였으나 제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거나 힘

들고 어려운 것은 하기 싫어하며 행하지 않았던 적이 많았

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전적으로 타락한 불순종이라 하

였는데 저는 핑계 대며 제 마음에 맞는 것만 행하는 불순종

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 입술은‘하나님을 사랑

합니다, 신뢰합니다, 경외합니다’라고 했지만 제 삶 속에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불신했으며, 멸시한 것

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

나님을 멸시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죽어지

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의 옛사람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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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는데 제가 교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도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교만

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교

만했습니다. 더 교만한 것은 제가 교만한 것조차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

습니다. 교만이 충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

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

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의를 드

러냈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과 같이 높

임을 받으려 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 자

신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번번이 저의 목적을 이루기 위

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원망하

고 비방했습니다.

죄로 인해 징벌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저 자신을 나

타내고 커지려고 징벌의 사유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

습니다. 제 힘으로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잘난 체 하며 뽐내

고 건방지고 거만하며 오만 방자했습니다. 자만하고 자화

자찬하며 저의 외모와 능력, 경력, 지식 등을 자랑했습니

다. 눈과 콧대로 높으며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며 으

스대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이용하여 사욕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

신여기고 정죄하고 지배했습니다. 영적 우월감에 빠져 진

리를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배우

기 싫어하며 훈계를 외면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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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하고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허물

과 잘못을 지적하며 가르치기는 좋아했습니다. 제 고집과 

아집으로 다른 사람에게 협력하지 않고 매사에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평가하고 남을 

비판하며 다른 교회나 공동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겸손

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

옵소서.

(2) 음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음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

다. 세상의 더러운 교훈과 음란한 영에 매였습니다. 음담

패설을 즐기고 불륜 드라마를 즐겼습니다. 방송을 빙자하

여 성욕을 충동질하고 남의 스캔들과 사생활에 관심이 많

았습니다. 성에 관련한 뉴스와 사건에 호기심을 갖고 검색

하기 좋아했습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부주의로 올무에 걸렸습니다. 이성

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외모를 꾸며서 이성

을 미혹했습니다. 동성보다 이성에게 더 친절하고 자상하

게 대했으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음행하는 자를 가까이 하

고 그 영향을 받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

로 판단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눈으로 이성의 특

정 신체부위를 탐닉하고 즐기며 상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스킨십을 통하여 성적희열을 추구했습니다. 술과 정욕으로 

쾌락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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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즐겨서 음란한 글, 그림, 사진, 영화, 비디오, 인

터넷 사이트를 보았습니다. 동성애, 수간, 강간, 근친상간, 

외도, 변태성욕, 관음증, 축첩, 음담패설, 혼전관계, 강박

적 자위행위, 음란비디오, 도색잡지 등 성적으로 문란한 일

에 관심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데, 저는 물질, 배우자, 연예인, 연인, 자녀, 명

예, 권세를 더 사랑하고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간

음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할 제 마음과 몸이 TV, 드라마, 스포츠, 바둑, 게임, 낚시, 

스마트폰을 좋아하여 늘 빠져 살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

는 영적 간음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음란했습

니다. 저는 고멜보다 더 음란한 자입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90 │Global Bride Ministries

(3) 거짓

하나님 아버지! 거짓의 아비는 마귀인데 제가 마귀의 자

식처럼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겉과 속

이 달라서 두 마음을 품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중

인격자이고 두 얼굴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

해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했고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

친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거짓말

쟁이 사기꾼입니다.

제 자신을 허상으로 치장하여 거짓 자아로 가득하고 주님

과 사람 앞에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고 뺏으며, 거짓말과 아첨으로 입을 더럽혔습니다. 기도

하는 입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거짓 증거로 이웃을 해하고 형제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았

습니다.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고 과찬하며 아는 척 했고, 

없는 말을 만들어 생사람을 잡은 적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의뢰하고 거짓말에 속기도 했습니다. 말을 바꾸어 올무에 

걸리게 했습니다. 말을 왜곡하고 부풀리며 혼합했고, 거짓

말과 속임으로 입술의 권세를 떨어뜨렸습니다. 저의 말은 

소중한데 천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멋있다, 예쁘다, 곱다고 호의를 얻기 위해 

입술로 거짓 칭찬 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거짓

보고와 지시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며 거짓말과 속이는 말을 당연시 했습니다. 거짓

말을 입술에 달고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게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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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저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에

도 솔직히 시인하지 아니하고, 변명하며 얼버무리고 거짓

말을 가리려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진화론, 각종 이단의 거짓에 속은 적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에 귀를 기울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 혈기, 분노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혈기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

습니다. 제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때나 혈기 부

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거역하고 대적했

습니다. 혈기부리면 은혜가 손상되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혈기 부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피가 솟구치고 독기 충만하고 신경질적이고 격

동이 몰아 쳤습니다. 혈기 충만하여 목과 얼굴에 핏대를 드

러내며 큰소리치며 독기를 품어 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혈기를 욱하며 폭발시켰습니다. 성을 내고 한편으로 참는

다고 참았지만 혈기가 다스려지지 않아 씩씩대기도 했습니

다. 참는다고 혈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잠시 

동안만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죽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저 자신을 내

려놓지 못하고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못했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풀지 않았습니다.  분

해하고 억울해하며 서운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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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과 다르면 캐고 따지며 물고 늘어졌고 은근히 시

비 걸며 괴롭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칼을 품었

습니다.

별 것도 아닌 일에 인상 쓰고 짜증내며 소리쳤고 사납고 

잔인하여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부수고 던지고 때린 적도 

있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먼저 공격했고, 혈기분노로 가족과 주변사

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저 자신에게도 혈

기부리며 자신을 멸시하고 학대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울하

여 기쁘게 살지 못하고 힘이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매사에 

흥미가 없었고 마지못해 일하고 죄책감과 무기력증에 빠지

기도 했습니다. 불안 초조하고 세상살이가 다 귀찮아 허무

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존감을 잃고 열등의식과 대

인기피에 빠졌습니다.

어느 때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적응하지 못하여 자신을 비

관하며 공허감과 절망감에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제 자신을 

(5)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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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했습니다. 가끔씩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

고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하며 과도하게 잠을 자기도 했습

니다. 염려와 걱정, 쓸데없는 많은 생각과 스트레스로 두통

과 소화불량,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쉽게 짜증내고 만사가 귀찮아서 사고와 행동

이 느리며 집중력, 기억력, 식욕이 저하되었습니다. 열정

과 활력이 감소되고 업무능률이 저하되며 제가 해야 할 일

들을 소홀히 하고 마지못해 했습니다. 여러 변화하는 환경

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당면한 환경, 곧 수험, 취직, 

실연, 결혼, 사별, 실직, 퇴직 등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 낙망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늘 우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

며, 미신숭배와 조상들의 우상숭배 및 영적인 간음죄 때문

입니다.정신적인 충격과 각종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제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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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환경을 바라보

고 근심 걱정했습니다. 많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제가 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

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제 마음에 와 닿

지 않고 확신을 갖지 못하여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능력

도 없으면서 제 힘과 제 지혜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사

람을 의지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고 구했습니다.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악한 일인데도 

어느 때는 미리 걱정하여 사서 고생하고 지나치게 걱정하

여 불안을 불러 왔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여 공연히 근심에 빠졌고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항상 분주하고 피곤하고 쉼이 없었습

니다.

생활을 해 나아가는데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근심과 

두려움, 걱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기쁨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짐이 되

었습니다. 저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맡

기지 못하고 제가 다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염려하므로 아

무것도 얻지 못하는데도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염려했습

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 근심,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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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언어생활에 경

건하지 못하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을 인정하지 못하고 제 뜻과 다르거나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는 핑계 대며 불평, 불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제 뜻과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지 

못하여 원망하며 이런 세상을 비관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괜찮고 안 되면 탄식했습니다.

잘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했습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

하여 조급해 하였고 원망과 불평이 아예 습관이 되었습니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으면 늘 

불평했습니다. 일하면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형제를 괴롭게 하고 돈과 능력이 없는 부

모를 만난 것을 원망했습니다.

남의 허물과 잘못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지 않았으며 지

적하고 불평, 불만했습니다.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불평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 했습

니다.

(7) 불평,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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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에 투덜대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주 꽁하고 입술을 

열 때마다 불평, 불만만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8) 시기, 질투

하나님 아버지! 시기 질투는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는 악

한 일인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시기 질투를 했습

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못 마땅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

람을 의식했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열등감에 사로

잡혀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

역자를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탐심과 교만과 자기사랑이 가득하여 제 분수를 넘어 동역

자를 헌담하며 일이 잘되지 않거나 망했을 때에는 은근히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욕으로 하며 높임받

기를 좋아하며 칭찬을 들으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 혼자 행하고 

다른 사람이 영광스런 일을 하면 훼방했습니다. 시기와 질

투가 일어나는 것은 저 자신을 학대하는 일인데 절제가 되

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로 마음이 좁고 옹졸하여 남의 행동을 쉽게 용

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세운 자를 시기 질투하고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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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탐욕으로 배척하고 훼방하고 밟고 누르며 혹평하고 악

평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다 망했는데 제가 이렇게 시기 질투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나라가 잘되고 주의 동역자들이 선

한 열매를 맺는다면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내심 그러

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9) 쾌락, 유흥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좋아했습니다. 유흥과 쾌락

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때론 놀기 위해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찾아 즐겼고 

취미 활동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스포츠, 낚시, 바둑, 

만화, 게임, 인터넷을 즐겼습니다. 중독성 있는 놀이와 음

악 감상, TV드라마, 영화, 스마트폰 보는 재미에 빠져, 하

나님도 뒷전이었으며 영적성장에는 등한시 했습니다. 유

흥에 빠져 주일성수를 소홀히 했습니다. 자기본분도 소홀

히 했습니다.

음욕, 탐식, 분노, 교만, 나태, 인색, 시샘, 보람, 도둑질 

등의 감각적인 쾌락을 즐겼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

고 자기 통제 불능자이고 육체적인 쾌락주의자입니다. 술, 

노름, 섹스를 즐기고 쾌락을 위해 자제력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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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나 사회 전체에는 무관심하고 쾌락과 유흥에 빠졌습

니다. 동물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먹고 노는 모임에 즐겨 다니며 음주가무를 즐겼습니다. 여

관 모텔이 성업케 하고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터키탕, 

섹시바, 룸싸롱, 술집골목, 각종주점을 통해 유흥을 즐겼

습니다.

나이트클럽, 전화방, 노래방, 비디오방, 등에서도 유흥을 

즐겼습니다. 각종 미팅과 데이트를 즐기고 유흥 문화로 인

한 청소년들의 가출 증가에 일조했습니다. 혼전 동거, 계약 

결혼, 스와핑을 은근히 동경 했습니다. 각종 유흥으로 관영

한 나라이며 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로마의 멸망 원

인이 쾌락, 유흥, 음란 때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쾌락과 

유흥과 음란에 빠져 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아

닌 세상 지식 아는 것을 즐겼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 것에 즐거움을 찾고 살았습니다. 행복은 육적 쾌락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에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

나님이 제 기쁨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든 일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보다 제가 먼

저 앞서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위해 일하심을 차

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제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10) 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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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지연될 때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

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제 욕심과 정욕을 절제하지 못

하여 저의 계획을 세워놓고 행했고, 속히 되지 않는 것을 

보며 불안하고 초조해했습니다. 분수에 지나쳐 절제하지 

못하고 덤벙대며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

을 결정하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며 제가 먼

저 판단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기만을 바랐습니다. 여

러 사람들의 여론에 흔들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

하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며, 허탄한 맹세와 호언장담으로 

스스로 올무에 매였습니다. 조급하여 행하여 많은 일을 그

르쳤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말을 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제가 뿌리고 

제가 거두려고 했습니다. 기다리기 싫어서 심지 않고, 기

다리지 못하여 심은 것을 뽑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속

히 이루려 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여 복을 받

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기다려 주지 못

하였고 제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

기 전에 분노하고 비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확실

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성급히 비난하고 벌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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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데 저는 게을러서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게을러서 하

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고 망친적

도 있습니다.

성경공부와 설교준비, 기도,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성

장 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게을러서 부모님 일도 도와드리지 못했고, 모든 일에 노력

하거나 심지도 않은 채 잘되고 싶은 마음으로 요행만 바랐

습니다.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먹고, 놀고, 잠

을 필요 이상으로 자며 늦잠 자기를 좋아했습니다.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도 뒤로 미루고 지체하면서 요령만 피웠습

니다.

하기 싫은 일은 대충대충 또는 억지로 하면서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할 일이 많음에도 게을러서 구하고 찾고 두

드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일과 놀이에는 아낌없이 시간을 

쓰고 부지런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주님 일에

는 게을렀습니다.

저의 게으름과 나태한 행동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많은 해

를 끼쳤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제가 인정을 받지 못했

(11) 게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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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또 제가 공동체에서 소외되기도 했습니다.

게으름으로 경제적인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2) 의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의심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

렸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믿으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잘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잘 믿지 못하고 심판

의 하나님도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믿으면서 저에게 ‘하나님 자

녀의 권세가 있음’은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도 잘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면 큰 은혜가 임하는

데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편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

지만 급할 때는 사람, 의사, 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거짓 믿음을 소유했고, 제

가 믿는 하나님을 강하게 증거 하지 못하는 약한 믿음을 가

졌습니다. 믿으면서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을 가졌고, 하나

님의 사랑과 약속을 희미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자들의 말씀과 지도도 잘 믿지 못하여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표적이 나타나는 데도 잘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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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많이 누리지 못

했습니다. 제 생명과 소유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

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죄를 범하여 제안에 두려움

을 불러들였습니다. 두려움을 불러들인 이 모든 죄를 용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을 잊었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전진하지 못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뜻을 전하지 못했고 

설교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

데 소극적이고 옹졸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지 못했고,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 제가 믿는 신앙을 철저히 펼쳐나가기 못했

습니다.

지 못했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할 때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 여러 배로 갚

아 주신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성도 못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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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저를 비평 할까봐 눈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실패가 두

려워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더 

강하고 학식이 많거나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외형에 기죽

어 하고 숫자에 겁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사랑해주시는데 막연히 하나님을 두

려운 하나님으로 여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가나안 사람뿐 아니라 전쟁

을 두려워하는 내부의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두려

워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4) 인색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인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

니다. 저 자신에게는 부요하게 하였고 하나님께는 인색하

며 남에게도 인색했습니다.

약한 자를 외면하고 못 본체하며 아까운 마음으로 주고, 

아끼면서 주었습니다. 주면서 생색을 낼 때가 많았습니다.

주면서 아까워하고, 생색만 내고 계산하고 따지며 주었습

니다.

주기는 아까워하면서도 받기는 좋아했습니다. 인색하기 때

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고, 이웃을 위해 뿌린 것이 없

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받지 못하여 가난하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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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제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십일조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므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

려야 하는데 제 것을 드리는 것처럼 아까워하고 형식적으

로 드린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했습니

다.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칭찬하는데, 감사하는 데, 

구제하는 데에도 인색했습니다. 저는 짠돌이에 구두쇠입니

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익숙하고 풍성했습니

다. 이 때문에 가난하고 궁색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풍성하게 바치며 이웃에게도 베풀면서 살겠

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죄를 회개합니다.

● 저와 저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에게 재물 바친

   죄를 졌습니다.

● (이방신전에 재물 받침, 우상 섬김, 제사 지냄, 점쟁이 무당 짓 함)

●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습니다.(사기, 갈취, 도둑질, 도박, 권력악

   용, 약자 착취 등)

● 구제하지 않고 베풀지 않았습니다.(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을

   죄, 베풀지 않은 죄)

● 게을러 부지런히 일하지 않은 죄, 남의 돈 빌리고 갚지 않은 

   죄를 졌습니다.

●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습니다. (십일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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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욕심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욕망의 옛 

사람입니다. 탐심과 욕망의 옛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서 속마음을 한편으로 저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욕

으로 하였고, 하나님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가진 자를 지나치게 부러워하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좋

아했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것만 추구했으며 분수에 지

나쳐 일을 하다가 화를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그리

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할 형제를 해하고 관계가 나빠졌습

니다. 

또한 지나치게 소유하고 무리하게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크게 많이 하고 싶은 욕심으로 늘 일을 지나치게 행하여 지

치고 피곤하며 쉼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껴 만족함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주지는 못하고 도

리어 빼앗았습니다.

남의 것이 더 크고 좋게 보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

하고 제 욕심 챙기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은 제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이 집안에 있으며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유했습

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 강박관념을 가졌으며, 남이 가진 것 이상

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명품 소유에 집착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세상 성공에 착념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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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주님,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기뻐하며 살겠습

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16) 누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비밀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저와 사이가 나빠지면 그 사람의 죄와 허

물을 은근히 누설 했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들추어내기를 

밥 먹듯이 했으며 그러면서 쾌감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남의 비밀이나 교회의 여러 사건을 안것을 자랑으로 여기

며 친구에게 나만 아는 비밀이라 말하면서 누설한 적도 있

습니다. 마음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말하여 저를 

정당화 시켰습니다. 남의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하고 싶어

서 참지 못하고 말하므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부메랑으로 돌아와 낭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은근히 자신의 것을 자랑하려고 비밀인 양 의도적으로 누

설했습니다.

또한 누설한 것을 수습하지 못하여 후회하고 쩔쩔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역자와 성도의 도

리인데, 오히려 소문을 내고 퍼드려 공동체에 해를 입혔

습니다.

그러고는 진리를 드러내는 정당한 행위라고 우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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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지켜야 할 비밀을 가지고 무기를 삼았던 적도 있습

니다.

이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말을 할 때는 칭찬만 하겠

습니다. 복음만 전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7) 수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입으로 지은 죄가 너무도 많이 있습

니다. 악담도 하고 욕도 하고 큰소리도 치고 누설도 하고 

수도도 떨었습니다. 쓸데없이 수다 떠느라 시간만 허비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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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있으면 사람들과 모여 수군수군하고 잡담했습니다.

잔소리꾼에다 중상모략, 고자질, 이간질을 했습니다. 헐뜯

고 비방했으며, 불필요한 정보의 제공자에다 간신배입니

다. 남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쁜 일을 하도록 설득했습니

다. 아첨하고 꾀어내며 위장하고 과대 포장을 했습니다. 입

술이 정결하지 못하고 더러우며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왔

습니다. 비판, 판단, 정죄, 헌담 하며, 남의 흉을 보았습니

다. 농담으로 가시있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대화나 일을 가로채며 중간에 끼어들기를 좋아

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제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여 쓸데없는 말로 일을 만들었고

어떤 때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습니다. 입술을 벌

리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하셨는데 제가 수다쟁이입니다.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 했는데 제가 말쟁이라 

제 주변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말을 제 입으로 쏟아 냈지만 열매가 되는지 부끄럽

기만 합니다. 이제 저의 입술이 주님만을 자랑하며 남을 위

로하고,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생명 샘의 도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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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

희도 사랑하라’하셨는데 저는 미워하며 살았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를 사랑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온 

삶으로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제가 오히려 부모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며 심지

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제 안에 미움과 더러움이 가득하여 어떤 때는 남이 더 잘

되고, 더 사랑 받는 것을 보고 미워했고 제게 바른 말하는 

사람과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저와 생각이

나 의견, 이념이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때론 아무 이

유 없이, 쓸데없이, 부당하게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남의 

말을 듣거나 여론에 휩쓸려 잘 알지도 모르면서 당을 지어 

미워했습니다.

악담하고 악플도 달았습니다, 미워하여 괴롭히며 따돌리기

(왕따)도 했습니다. 시(처)부모와 식구들을 미워했습니다.

자신이 곤궁에 빠지거나 힘들어 진 것, 또 잘 되지 못한 것

을 남의 탓으로 돌려 부모와 형제, 배우자, 자녀를 미워했

습니다.

동역자와 친구, 이웃과 나라와 위정자를 탓하며 미워했습

니다. 세상의 각종 사건과 문제를 접할 때 그들을 비난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 문제를 하나님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

보지 못했습니다. 

(18) 미움, 무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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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알코올, 니코틴, 게임중독

아버지! 저와 저의 조상들이 술, 담배, 마약과 쾌락에 중

독되었습니다. 술을 즐기고 폭탄주도 마시며 술 먹기 시합

을 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고성방가 하고 

괜히 시비 걸고 다투고 싸웠으며 맨 정신에 못 하는 것 취

중을 빙자하여 저질렀습니다. 말도 거칠고 욕하고 쌍소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도 정작 저의 원수하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입은 상처, 손해, 고통이 큰 

것과 저의 아픔만을 생각하고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분해하며 억울해 하며 미워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한을 풀지 않고 미워했습

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이 더 큰 미움

과 고통을 받는데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도 미워했습니다.

화해하기를 싫어하여 증오와 혈기, 분을 제 안에 품고 살면

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는데도 저는 옹

졸하여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상대가 먼저 제게 빌기

만 바랬습니다. 이제 제 안의 미움, 증오를 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눈과 마음을 담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

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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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즐겼습니다.

잔소리하며 가족과 주변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

니다.

일이 꼬일 때 스트레스 해소와 신경 안정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술, 담배를 친구 삼았습니다. 조상들이 술장사

로 많은 영혼을 지옥가게 했으며 수많은 사람의 건강을 해

치고 삶을 피폐하게 했습니다.

담배에 현혹되어 어려서부터 흡연 했습니다. 담배의 맛 냄

새, 느낌에 도취되어 담배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흡연으로 

저와 가족과 이웃사람까지 건강을 해쳤습니다. 우리 조상

들이 담배 농사로 많은 사람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비록 제

가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끽연하는 자리 등 좋지 못

한 장소에 출입하여 저도 흡연한 사람들과 같이 제 몸에도 

니코틴이 가득 쌓여있음을 인정합니다. 저도 담배 중독자

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제 몸을 제 

것으로 알고 함부로 관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락과 게임, 도박에 중독되었습니

다. 늘 컴퓨터 스마트폰을 끼고 살며 오락과 게임 도박을 

즐겼습니다. 틈만 나면 게임에 몰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공

부와 일과 사명 감당, 휴식 등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

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나 대인관계도 기피하

고 게임 속에 아예 빠져 살았습니다. 손에 잠시라도 스마트

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불안해했습니다. 게임중독으로 인

하여 뇌가 망가져 약물중독자와 같이 자기절제와 통제가 

잘 안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건강과 

삶이 피폐해져 가는데도 습관적으로 게임 오락에 빠졌습

니다. 게임에 몸과 영혼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저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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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2 Chronicles 7:14)

<나의 회개 기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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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간구 기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따라 하는 기도 

 (마태복음 5:3~12)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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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기며 한 절씩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3 .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4 .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5 . Blessed are the gentle,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6 .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7 .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receive mercy.
8 .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9 .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10. Blessed are those who have been persecuted for the sak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11. Blessed are you when [men] cast insults at you, and 
      persecute you, and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falsely,
      on account of Me.
12. Rejoice, and be glad, for your reward in heaven is great, 
      for so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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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순간순간 더 큰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 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 드리고 행복하게 해 

    드리게 해주세요.

○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시고 느끼게 해 

    주세요.

○ 예수님의 황홀하고 감미롭고 달콤한 사랑의 기름을 

    더 부어 주셔서 그 사랑에 취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

    의 사랑으로 최고로 행복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 예수님을 뜨겁게 맹렬하게 열렬하게 사랑하며 

    최고로 좋아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 천국의 영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맛을 보게 해 주시고 천국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 천국에 온전히 소망두게 해 주시고 천국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 신분의 가치를 

    더 알게 해 주시고 신분의 행복을 더 누리게 해주세요.

○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고 

    기름부어 주세요.

○ 기도의 맛을 부어 주셔서 기쁨으로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세요.

○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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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실질적인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주세요.

○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대화 하도록 은혜를 

    주세요.

○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동행하게 해주세요.

○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을 사랑하며 잊지 않고 꼭 

    순종 하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해주세요.

○ 늘 죄를 순간순간 회개하게 해 주시고 더 깊은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즉시 

    마음의 아픔을 고백하고 치유받게 해 주세요.

○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귀히 여기며 이해

    하며 도와주며 위로해 주며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 찬양의 기름을 더욱 부어주셔서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세요.

○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 착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 순종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부어 주 세요.

○ 늘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거 룩하게 해 주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세요.

○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더 큰 영광을 쌓도록 

    은혜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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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록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날에 큰 영광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해 주세요.

○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모든 유혹에서 지켜

    주시고, 악인과 죄악에서, 마귀에게서, 사고와 

    위험에서 지켜 주세요.

○ 주님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은 나의 행복이십니다.

○ 예수님, 오실 때 꼬~옥 불러주세요.

○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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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1)특별한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a) 환난 가운데 남을 영혼들을 위한 기도

○ 지금이 바로 깨어 준비할 때 임을 알고 지금 깨어

    나게 해 주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해 주세요.

○ 혹시 부족해서 남게 되면 평소에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남았음을 

    알고 그 때 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 환난을 허락하심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알게 해주세요.

○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 주시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 즉시 회개시켜 주셔서 고문받기 전에 재난으로 

    남은 분들을 많이 데려가 주세요.

○ 고문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 

    며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끝까지 잘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에 꼭 가게 해주세요.

○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해 주시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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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 남아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꼭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 남은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 주시고 재난 때 

    다 데려가 주세요.

○ 지금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이 모든 영혼들에게 

    전해지게 해 주시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들은 

    영혼들 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절대 악한 영들이 

    상징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을 

    지켜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세요.

○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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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환난 가운데 남아 일하실 분들을 위한 기도

○ 사명자들을 통해서 큰 영광과 위로를 받아주세요.

○ 남아 일하실 모든 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 지금 주어진 귀한 시간에 더 큰 기름부음을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임재 

    안에 살게 하시고 더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 주님의 죽음보다 강한 맹렬한 사랑을 더 강하게 부어 

    주시고 황홀하고 달콤한 사랑에 깊이 취하게 해 주셔서   

    사랑으로 무장한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 사도 바울처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이나 어떤 칼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

    하여 주셔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존귀케 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게 해주세요.

○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매료 당해 어떤 위협이나 굶주림이나 피곤이나 

    두려운 상황 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더 큰 기름부음 안에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게해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도구, 사랑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환난에 

    서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싶어하시는 주님의 애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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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죽기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더욱 큰 사랑을 부어 주세요.

○ 남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천국의 영광을, 잘 전해주어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 믿음을 지켜 구원의 열매가 

    되도록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도록 더 강한 믿음과 

    능력과 힘을 주세요.

○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과 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 끝까지 충성하게 해주세요.

○ 사명 감당하는데 필요한 영육 간의 모든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 주세요.

○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할텐데, 예리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미혹이나 유혹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것에도 속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어 끝까지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가 다 되어 

    그 날에 주님께 큰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드리게 

    해주세요.

○ 기쁨으로 인내하며 기쁨으로 순교하며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그 순간까지 온전히 함께해 주셔서 

    그 날에 큰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성령님의 더 큰 강력한 기름부음과 친밀함과 

    천국 소망의 능력으로 잘 무장된 전신갑주를 입혀 

    주세요.

○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사명자들을 

    남겨 주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122 │Global Bride Ministries

(c) 핍박 지역에서 믿는 분들을 위한 기도

○ 주님을 위해 핍박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 강한 

    기름을 부어 주시고, 더욱 함께 해주세요.

○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능히 승리하게 해주세요.

○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영광에 사로 잡히고 

    매료당해 어떤 위협이나 굶주림이나 피곤이나 

    두려운 상황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으로 기뻐하며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영광의 기름을 더 부어 주셔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시켜 주세요.

○ 고난 중에서도 늘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절대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 

    주시고,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주님 오심이 가까움을 알고 조금만 더 잘 참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어떤 핍박도 

    고문도 잘 참게 해 주시고 한 분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 오히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더 동행 

    하고 더 주님과 친밀하게 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해주세요.

○ 항상 기뻐하며 쉬지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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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중에 즐거워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세요.

○ 핍박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도 꼭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 여러가지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모든 분들을 

    불러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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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신앙의 자유 지역에서 믿는 분들을 위한 기도

○ 평안한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섬기도록 

    더 강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 주시고, 사랑의 맛을 보여 

    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최고로 온 맘 다해 사랑하게 

    해 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세요.

○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해 주셔서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해주세요.

○ 절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해 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해 주시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해주세요.

○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 

    하여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 

    하게 해주세요.

○ 잠자는 영혼들을 안일하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더 

    깨어 기도하며 더 강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한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 일어나는 모든 재난의 소식이나 마지막 때 징조를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깨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팍케 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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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더 깊은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더 정결하고 

    거 룩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강한 영혼이 되게 해

    주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셔서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기고 죽도록 충성하게 해주세요.

○ 진리에 굳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행복이 되어 영광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 도록 인도해 주세요.

○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무신론에서 

    비신앙적이고 세속적인데서 돌아서도록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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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

○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

    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은 우상숭배한 죄와 교만하며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와 모든 불순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

○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 이심을 

    알게해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

    이시고 심 판의 주 이시고 은혜의 주 이심을 알게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게 해주세요.

○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주셨음을 알게해 

    주 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게 해주세요.

○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오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땅에 전해지게 해주시고, 복음이 전해

    지는 곳 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마귀에게 

    포로되고 눌린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큰 기쁨의 행복과 소망과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세요.

○ 해도 비도 공기도 생명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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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주세요.

○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으셨기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해 주시고 주님의 

    그리움들이요, 주님의 보고픔들이요, 주님의 갈망

    임을 알고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 모든 인간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하게 지어 

    졌음을 알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허망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품에 돌아와 구원받고 최고의 

    행복을, 평안을, 기쁨을 소망을 얻게 해주세요.

○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해주시고 환난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행복 이십니다. 

○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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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CD와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

○ CD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는 영혼들을 

    통해서 영광과 행복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주세요.

○ 말씀을 듣고 읽을때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두 다 깨어나게 해주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시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큰 기름 부음을 주셔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세요.

○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체험 

    시켜 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열렬하게 맹렬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 천국의 영광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전히 영광을 향해 달리게 

    해주세요.

○ 이 시대를 알고 주님 오심이 가까움을 알고 더 깊은 

    회개와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 죄악을 끊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도록 더 큰 기름을 부어주세요.

○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 말씀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 기쁨으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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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잘 섬기게 해주세요.

○ 악한 마귀가 인터넷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세요.

○ 더 많은 영혼들이 귀한 말씀을 듣고 꼭 깨닫고 

    돌아와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며 이 시대를 

    아름답게 준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영광과 사랑과 행복과 

    큰 기쁨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받아 주시고, 우리 목사

    님과 사모님을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더 큰 기름부음을 한량없이 

    부어 주셔서 주님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드리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더 총애받고 사랑받는 두 분이 

    되게 해주세요.

○ 오늘도 두 분에게 주님의 측량할 길이 없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참된 사랑(고전 13장)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 천국의 영광을 더 깊이 체험하며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 오직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영광에 매료되고, 

    사로잡혀, 주님을 더욱 순수하게, 깊게 사랑하는 두 분

    이 되게 해주세요.

○ 목사님, 사모님께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기쁨과 행복과 평안으로 늘 넘치

    도록 채워주셔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기뻐하며, 

    영화롭게 해드리는 두 분이 되게 해주세요.

(2) 목사님, 사모님을 위한 기도



130 │Global Bride Ministries

○ 주님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표가 하나되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두 분이 더욱 되게 해주세요.

○ 매일매일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영광을 더 

    깊이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알리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은사를 더해 주세요.

○ 주님과 더욱 친밀함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주님의 절친한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 말씀의 지혜와 영감과 영력을 더 해주셔서 주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더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되새기실 때마다 더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 기도의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더 깊이 만나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넘치게 채워 주세요.

○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실 수 있는 

    사랑과 중보의 기름과 힘을 늘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성도님들을 섬기실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찬양하시고 안수하실 

    때 마다 더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영혼들을 깨우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천국에 

    소망두게 하는 의의 도구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 늘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로 새롭게, 강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강하게 깊게 역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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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해주시고, 

    회개 하게 하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천국에 소망두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강력한 기름부음이 넘치게 해주세요.

○ 주님께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꼭 

    칭찬 받는 두 분이 되게 해주세요.

○ 영육 간에 건강을 주시고 늘 행복 속에 살게 해주세요.

○ 목사님, 사모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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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를 위한 기도

○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과 사랑과 경배를 

    받아 주세요.

○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 오늘도 주님의 측량할 길이 없는 깊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깊이 맛보며 체험하게 해주세요.

○ 그래서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실되고 변함없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더욱 부어주셔서, 천국의 영광을

    깊이 맛보며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해 달려 가게 해주세요.

○ 모든 성도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 

    오 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더 알게 해주시고, 체험시켜 주셔서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 주세요. 

○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행복이 되는 더 친밀한 자녀요 제자요, 친구가

    되게 해주셔서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친구로서 



133기도Guidebook │

    신분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 주님 오심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사랑과 충성으로 하늘에 상을 쌓으며, 행복함 

    속에서 기다리게 해주세요.

○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아픔을 함께 하여,  중보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과 약속을 사랑하며 믿게 

    해주시고 깊이 깨달아 꼭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세요.

○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실질적인 강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 속에서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변화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 우리 안에 늘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셔서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죄악을 이기고 중보

    기도 때나 여러가지로 섬길 때 주님의 생명이, 

    사랑이, 영광이, 행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크게 영향력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 죽도록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날에 큰 영광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해주시고 매일 

    매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도록(고후 3:18) 시간을 

    아껴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 날로 더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주님의 성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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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주세요. (산상수훈 말씀)

○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귀히 여기며 위로해 주며 

    중보해 주며 양보하며 감싸주며 서로서로 큰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 모두 모두가 주님을 최고로 높이고 좋아하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해주세요.

○ 환난 때 남아서 일하실 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사랑으로, 능력있게, 사명 감당 잘 

   하게 해주세요.

○ 교회에 새로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시고 크게 사랑해 주세요.

○ 모든 분들을 시험에서, 악에서 마귀에게서 지켜주세요.

○ 매일매일 시간을 아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기도 줄 만은 놓치지 않도록 매일 기도에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모두가 되도록 해주세요.

○ 우리 교회를 많이 많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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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을 위하여

○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 우리 가족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세요.

○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숭배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믿는 가족들 중에서는 깨어 있지 않고 

    세상을 사랑 하고 천국에 소망두지 않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족이 주님만을 섬기며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 우리가족 모두가 이 시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천국에 소망두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 하지 않게 하시며, 강력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아름다운 신부로 다 준비시켜 주세요.

○ 우리 가족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쫓겨 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시험과 악에서 지켜주세요.

○ 우리 가족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주

    이심을 알게해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깊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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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 날에 지켜 주시고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천국에서 다 만나게 해주세요.

○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5) 나라와 민족울 위하여

○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복음의 자유를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 우리나라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 한국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숭배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세상에 소망 두며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비판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주님 오심을 사모하지 않고 천국에 소망두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깊은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 한국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 한국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 시대가 

    주님 오심이 너무나 가까움을 알게 해 주셔서 

    깨워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해주세요.

○ 이 시대, 때에 맞는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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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신부의 기름을, 

    영광의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 재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세속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열심내도록 

    해주세요.

○ 전쟁의 위험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세요.

○ 이 나라에 믿지 않는 수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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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 

구제 사역을 기도해 주세요

○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세요.

○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무엇보다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늘 행복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어떤 어려움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능히 승리 

    하게 해주세요.

○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을 늘 부어 주셔서 

    늘 기쁨으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끝까지 하게 

    해주세요.

○ 선교사님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세요.

○ 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날로 새롭게 해주세요.

○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어려움을 잘 

    참게 해주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 사고와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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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함께 해주세요.

○ 많은 영혼들을 깨우며 주님 맞을 준비를 시키며 

    주님 오실 때 다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 문화와 기후와 풍토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

    교사님들의 영/혼/육과 그 가족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

    로 강건하게 지켜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세요.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

    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선교사님들의 복음사역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선교사님 가정에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해 주며, 서로 하나되게 

    해주세요. 

○ 선교사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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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ride Ministries:
선교 후원/구제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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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ride Ministries:
선교/구제를

위한 기도제목

● 인도의 Tim 과 Rhonda Taylor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합니다. Rhonda 사모님의 암 수술이 성공적이고 다시 재발

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인도 전역에 ISOM school 을 통한 

제자훈련이 되도록 필요한 사역자 들과 DVD와 기재들을 공

급해 주세요

● 인도의 Gospel for Asia 선교단체에 이들을 통해서 더

욱 많은 교회들이 전 동남 아시아 지역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 중동지역 (World Compassion Ministries by Terry Law) 

선교하는 사역자들(Terry and Jason Law, Eric English) 이 

Iraq 북쪽 Turkmanistan, Myanmar, China Inland) 안전과 

보호, 생필품 공급,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전도자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파키스탄(Sarwar Masih 목사) Lahore 시에서 교회 개척

과 고아와 과부 노약자들 선교 사역, 문서 선교로 무슬림들에

게 책자로 선교하는 사역을 위해,

● 캄보디아 (최인필 선교사님부부) 프놈펜에서 이 분들의 교

회개척 사역과 제자훈련 및 건강을 위해,

● 극동, 하롤, 사할린, N국(김 영원, 이복희 선교사님 부부) 

극동지역에서 일할 헌신된 추수꾼이 필요합니다. 유기농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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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지막때에 모든 대륙에 가르칠 수 있도록,  하롤 극동

선교 쎈터 건물이 세워지고 N국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 중국(K 선교사님, 사모님) 중국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 치

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수로서 가르치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favor 

를 구합니다. 중국(Maude Wells) 중국 쿤밍성에서 영어 선생

님 으로 또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 필리핀(Joyce 양 선교사) 필리핀의 쓰레기장에서 사는 고

아들에게 생필품과 복음을 가르칩니다. 건강과 안전과 좋은 

열매를 위해서 기도부탁합니다. 매월 기도편지 참조.

● 한국(광주 복음 교회) 조호남 목사님과 사모님과 기도 팀

들이 중보기도에 생명을 걸고 밤과 낮으로 많은 기도제목으로 

(저희교회 포함)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팀들의 영력과 보호

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한국 신부카페(이영심 자매) 인터넷 카페로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고 충만한 곳. 카페지기에 영적 공격이 심합니다. 영적 

보호와 건강을 위해,

● 한국 ANI기도학교 (이예경 선교사)와 ANI 파송 선교사님

들을 위해, 

● 죽도교회(한광열목사, 구영선사모, Paul Park 선교사) 한

국 남단의 작은 섬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받고 그곳에서 마지

막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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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rael(Jews for Jesus): David Brickner, Tuvya Za-

retsky, Messianic Jews 들로서 Israel의 복음을 전하는 

BYG(Behold Your God) 를 통한 전세계에 복음전파를 위해,

● Vision for Israel(Barry and Batya Segal): Israel의 복

음 전파와 고아, 빈곤한 자들 구호 (요셉의 창고 project) 모

두 채워지도록,

● Final Frontiers Ministries(Abner Bosky): 이스라엘의 복

음과 구원을 위해 러시아와 미국의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

파 사역을 위해,

● IFCJ(International Fellowship of Christian and Jews): 

이스라엘의 노약자들과 고아들 보호 급식, 알리야 사역을 위

해,

● FYO(Friends of Yemin Orde):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 

노약자들 구호사역을 위해,

● 아프리카(김 경수, 이행숙 선교사, 윤 에벤 선교사 가 정, 

BCEA) Nairobi, Kenya 와 Tanzania, Rwanda 에 Bible 

College East Africa(BCEA) 를 세우고 신학교 사역, 원주민 

교회 사역을 위해,

● 에티오피아(Samson Walde Mariam 목사) 현지인들을 위

한 교회, 선교사, 모슬렘 선교, 구제 사역, 교회 리더 양육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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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Christ for All Nation, Reinhart Bonnke 목사): 

아프리카 대륙 전도사역과 치유 사역, Daniel Kolenda 목사

와 함께 온 아프리카를 그리스도에게로의 인도를 위해,

● 남미 Chile (김 화경 선교사): 칠레의 교도소 출신 사역자

들을 모아서 양육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교회와 전체 총

회를 개최하며 단합과 믿음을 결집할 수 있도록.

● El Salvador(Mario Rivera 목사): 엘 살바도르 전 지역에 

시골 농촌 교회를 돕고 선교사역을 하며 지 교회를 세워 리더

를 양육하고 파송하는 사역을 위해,

● 미국 내(Hope in Christ, Nasir Iqbal 목사): 미국과 인도 

파키스탄지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기도하고 치유 하며 예수 그

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Ministry를 위해.

● 미국(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Pat Robertson 

목사의 Christian Television 을 통하여 전 세계를 찾아가며 

복음과 구제 사역을 위해.

● 미국(Oregon Women’s Prison Ministry): 유형자 선

교사의 Oregon 지역 여자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들과 만나

고 복음을 전하고 출소 후의 신앙과 일자리를 보살펴주는 사

역을 위해.

● 미국(Prison Fellowship Ministry): Chuck Colson 이 세

운 미국과 전세계적인 교도소 사역과 수감자들의 가족을 돌

보는 사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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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Radio Bible Class) “오늘의 양식” Daily Bread 

소책자를 통한 전도와 문서 선교를 위해.

● 미국(Los Angeles Mission) homeless people 들을 위

한 급식과 주거지 가족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

● 미국(Union Resque Mission) Los Angeles downtown 

지역의 homeless people ministry

● 미국(OCRC) Orange County 지역의 homeless people

들을 위한 급식과 옷, 가족들 돌보기. 

● 미국(AMI 선교교회) 설교 CD 제작, 미국 전역에 배포하는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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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를 위한 기도

○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 영광과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삼아 주시고 신부삼아 

    주시고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과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받아주세요.

○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 예배시간이 축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기름부음을 경험하며, 주님과 

    사랑과 영광을 마음껏 느끼며 체험하며 채움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 모든 시간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 

    하셔서 포로되고 눌린 영혼들이 자유함과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되고 강하게 되고 아름답게 변화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 은혜 위에 은혜로(요 1:16), 영광으로 영광에(고후

    3:18) 이르도록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

    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벧후

    3:18), 주님과 가까와지고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 실질적인 필요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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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과 마귀와 죄악을 이기고 열매맺게 해주세요.

○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영혼이 즐겁고 기쁘고 황홀

    하고 아름다워지고 친밀해지고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 예배때 마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오게 해주세요.

○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약속을, 

    응답을, 영광을 받게 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 예배를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강력한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영광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잘 

    되게 해주시고, 영광받아 주세요.

○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세요.

○ 주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아주세요.

○ 예수님 사랑합니다!



149기도Guidebook │

○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 말씀 시간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약 속을 받는 시간이니 설레이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꼭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시고 믿게해 주세요.

○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세요.

○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 말씀으로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키워주세요.

○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해 주시고, 

    마음에 새겨 꼭 즉시, 순종하게 해주세요.

○ 말씀의 가치를 더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선한 기름부음과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셔서 늘 말씀이 새롭게, 감동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더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의 기름을, 

    사랑의 기름을 같이 부어주세요.

○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강하게, 아름답게, 충만하게,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의지하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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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해주세요.

○ 말씀처럼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바뀌게 해주세요.

○ 말씀을 전하시는 분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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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을 드릴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세요.

○ 찬양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 찬양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기쁨을 부어주세요.

○ 진실하게 감격하며 정성스럽게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 찬양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춤의 기름을 

    부어 주세요.

○ 성령으로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기뻐 춤을 추며 찬양 

    하도록 더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도 최고로 행복하시고, 우리 

    영혼도 주님으로 인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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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회개 기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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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의 기도

○ 나의 아버지는 거룩 거룩 거룩 하십니다.

○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10번)

○ 나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 나의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10번)

○ 성령님, 나는 성령님을 존경하며, 나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또 나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번)

○ 모든 찬양과 영광을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번)

○ (위의 기도를 하루에 여러번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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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ising Prayers

All praise and glory to my Holy Father for he is holy holy holy. 
(Repeat 10 times)

Praise the holy Lord Jesus Christ for he i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Repeat 10 times)

Holy Spirit, I respect you. I trust you and I thank you. (Rea-
peat 10 times)

All praise and glory to my holy Father for he is holy holy holy. 
(Repeat 10 times)

I say these prayer many times a day.



155기도Guidebook │

말씀 듣고, 말씀에 따른 기도

말씀에 맞추어 감사, 회개, 간구를 드리세요.

○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용서해 

    주세요.

○ 이 말씀에 더욱 기름부어 주셔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 말씀을 반복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 깨어 기도하라!  **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눅 21:36)

깨어 기도하는 것은 다가올 환난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

님을 생각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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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시간은

 1) 내 영혼이 너무 기뻐하고 춤을 추는 시간입니다.

   (주님도 행복하시고, 나도 행복한 최고의 귀한  시간입니다.)

 2) 창조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에 최고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3) 기름부음(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4)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는 시간입니다.

 5) 내 사랑을 고백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6)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7)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보고 싶다고...사랑한다고...어서 오시라고...)

 8)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9) 주님과 행복하고 황홀한 데이트 시간입니다.

10)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묵상하며 누리는 시간입니다.

11)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2)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3)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14) 기도를 쌓는 시간입니다. - 환난 때 건져주심.

15) 상을 쌓는 시간입니다.

16) 변화받는 시간입니다.

17) 기도 시간 때마다, 새로운 만남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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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도 때마다 기름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신 성령님, 이 시간도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세요.

○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세요. 기도의 기름을 강하게 

    부어 주세요

○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게 도와 주세요.

○ 기도할 때마다, 행복한 사랑을 부어 주시고, 만나 

    주세요.

○ 기도의 즐거움을 주세요.

○ 기도의 기쁨을 주세요.

○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 매일 두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 중보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 기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행복을, 천국의 

    소망을, 주님과 친밀함의 기름을 부어 주세요.

○ 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세요.

○ 더 깊은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은혜를 주세요.

○ 더 깊은 임재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 더 많은 사랑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 더 많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 기도 때마다, 주님의 행복이 되게 해 주세요.

○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실질적인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과 행복의 기름부음을 받게 해주세요.

○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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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의 소망!
-천국 영광, 주님의 신부!

소망을 확실히 하라! 소망으로 즐거워하라!

○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 주님의 신부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 영적인 총명과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더욱 더 천국의 

    영광을 더 알게 해주세요.

○ 천구의 아름다움을 체험시켜 주세요.

○ 천국의 영광을 더 체험시켜 주세요.

○ 주님의 신부의 가치를 더 알게 해주세요.

○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최고의 소망임을 알게 해주세요.

○ 소망의 불이 더 풍성하게 타오르게 해주세요.

○ 천국의 상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 천국의 상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 이 소망으로 죄를,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 세상 것이 헛된 것임을 더 알게 해주세요.

○ 세상 욕심을 철저히 버리게 해주세요.

○ 이 소망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 이 소망으로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 이 소망으로 항상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세요.

○ 날이 갈수록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해 주세요.

○ 사랑하는 나의 주님, 꼭 나를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 오실때 꼭 맞아 주세요.

○ 주님과 영원토록 사랑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 나의 신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 나의 신랑 예수님 기다립니다.

○ 나의 신랑 예수님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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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신랑 예수님 사모합니다.

○ 나의 신랑 예수님 어서오세요.

 

나의 사랑 예수님 너무 너무 사랑해요 ~

나의 구주 예수님 너무 너무 사랑해요 ~

나의 소망 예수님 너무 너무 사랑해요 ~

나의 행복 예수님 너무 너무 사랑해요 ~

나의 기쁨 예수님 너무 너무 사랑해요 ~

나의 신랑 예수님 너무 너무 사랑해요 ~

나의 도움 예수님 너무 너무 사랑해요 ~

나의 영광 예수님 너무 너무 사랑해요 ~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너무 너무 사랑해요 ~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

주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

사랑하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 ~

사랑하는 예수님 보고 싶어요 ~

(2) 순간 순간 에수님께
고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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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기름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 기름부음 : 기름을 부어 준다

     - 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며 소용이 없습니다.

     - 전기 제품이 많아도 전기가 없으며 소용이 없습니다.

    -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a) 기름부음의 뜻

     - 거룩하게 구별되다 

(3) 더큰 기름부음이 
너무 너무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

주님 같은 분 내게 없어요 ~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

예수님 때문에 황홀합니다 ~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칩니다 ~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기름부어 주세요 ~

예수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

신앙의 승리, 열매, 영광을 얻는 유일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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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름부음은 높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 선지자, 왕, 제사장 (출 30:30; 삼상 2:10; 왕상 

19:16; 시 105:15; 사 61:1; 행 4:27)

※ 신부의 약속이며 영광의 확증입니다

(c) 더 큰 기름부음을 받은 만큼

 1)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입니다.

 2)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3)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4) 기도를 잘 할 수가 습니다.

 5) 찬양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6)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7) 죄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8)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9)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0) 변화되고 착해질 수 있습니다.

11)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쁘게 됩니다.

12)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13)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14)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15) 더 크게 쓰임받고 더 총애받게 되구요

16) 신부로 단장할 수 있습니다.

17)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18)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19) 환난에 남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 마귀가 무서워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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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회개를 하는 이유도 기름부음을 받기 위함입니다.

22) 큰 기름부음만큼 크게 쓰임받고 큰 영광을 얻습니다.

23) 큰 기름부음은 영광의 확증입니다.

24) 큰 기름부음 속에 살수록 하루의 삶의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d) 더 큰 기름부음을 받으려면

1)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2) 마음을 깨끗하도록 늘 회개해야 합니다.

3)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4)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 주님오심을 사모, 천국 소망, 세상 사랑 

    않기,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겸손, 온유, 감사....)

5) 기름부음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할때 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 기름부음의 의미를 더 알게 해주십ㅅ니다.

(e) 늘 되새길 말씀

○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은혜의 

    주이시며, 영광의 주이시며, 심판주이시다

○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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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어 주셨다

○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신랑이시다

○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갈망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

○ 예수님 안에 참 기쁨도 사랑도 소망도 행복도... 

    다 있다

○ 예수님을 사랑할 때 최고로 행복하고 기쁘며

○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도 최고로 좋아 

    하신다

○ 예수님은 나를 데리러 곧 오신다

○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 성령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 랑을 알게 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변화 시 켜 주시고, 신앙의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 성령님을 늘 의지하여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의 

    승 리의 길이다

○ 성령님의 큰 기름부음 만큼 변화, 승리, 영광을 얻는다

○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 나는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이다

○ 나는 기도 사명자이다

○ 내 소망은 주님이시고 천국이다

○ 천국의 큰 영광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 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의 영광을 쌓고 있다

○ 천국은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곳 이다

○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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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불탈 곳이다.(벧후 3:7-12)

○ 세상은 회개할 장소이고 천국의 영광을 쌓는 곳이다

○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 세상을 사랑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만큼 하늘에서 상이 크다

○ 기도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길이다

○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며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며

○ 기름부음을 받는 시간이며, 사명 감당하는 시간이다

○ 기도를 매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 선포된 말씀을 늘 반복하고 꼭 순종해야 한다

○ 주님과 친밀함이 최고로 행복하다

○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하고 대화하고 동행해야 한다

○ 마음이 예수님처럼 착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 마음이 깨끗해야 늘 은혜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 

    슬프시니 빨리 회개해야 한다 (세상 사랑, 욕심, 

    시기, 왕따, 교만, 불순종, 게으름...)

○ 늘 마음을 착하고 아름답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 

    하게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깨어 기도하라! 주님 오심을 사모하라! 천국에 소망을 두

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기름부음을 받으라!

○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큰 기름부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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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기름부음 받은 만큼 주님과 친밀해진다

○ 큰 기름부음 받은 만큼 귀하게 쓰여지고

○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큰 영광을 얻게 된다

○ 주님께, 목사님께,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f) 주님과 친밀함이 최고!

1.친밀함이란!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주님을 좋아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주님만 의지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과 늘 대화하는 것

-늘 주님을 찾는 것,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

-늘 주님을 그리워 하는 것, 늘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

-늘 보고 싶은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 안에 거하는 것

2.주님을 가까이 할 때 친해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3.기름부음으로 주님과 친해져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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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기름부음 받을 때 그만큼 친해져요

4.어떤 사람에게 기름부어 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고후 1:21-22, 딛  3:6, 행 2:33)

-기도하는 사람에게 (행 8:15)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행 10:44, 엡 1:13)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눅 11:13)

-회개하는 사람에게 (행 2:38)

-믿는 사람에게 (요 7:39, 갈 3:2, 14, 엡 1:13)

-순종하는 사람에게 (행 5:32)

-육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고전 2:14)

-많은 댓가를 지불한 사람에게 

  (위의 것들을 위한 헌신의 시간 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요일 4:12-13)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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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친밀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만큼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고

-그만큼 기름부음을 받게 되고

-그만큼 기도응답을 잘 받게 되고

-그만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만큼 환난을 피하게 되고

-영광 중에 주님을 뵙게 되고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그만큼 가까이서 주님을 영원토록 뵙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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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 이스라엘을 통해서 최고로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음을 용서해 주세요.

○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핍박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 이스라엘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해 주시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야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가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희생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받은 상처를 치유하시며 

    악한 사상과 우상과 종교적인 풍습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해 주세요.

○ 예수님을 만왕의 왕(萬王의 王)으로, 만주의 주(萬主의

    主)(딤전 6:15, 계 17:14, 계 19:16)로 높이며 찬양하

    며 섬기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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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믿게 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 복음의 광채를 막는 사단의 궤계가 완전히 무너 지게 

    하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세요.

○ 이스라엘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요, 그 땅의 그루터기인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된 소망인 천국을 알게 하셔서 천국에 온전히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크리스챤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지키

    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이들도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게 해주세요.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많은 중보하는 사람들을 세워 주세요.

○ 선교사님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강력한 기

    름부음과 친밀함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강하

    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중보기도 할 수 있게 해주  

    세요.

○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시

    고 주님의 아프신 마음을 느끼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마

    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 이스라엘에 평안(Shalom)을 주세요.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높임과 

    찬송과 영광과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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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하소서

○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풍성히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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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1) 주님,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첫사랑을 기

억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

이 기다리는 메시야가 주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의 구

주가 예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

게 하시고, 주님 만나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함

께 하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친히 만나 주옵소서.

2) 이스라엘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3)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사 예수님의 십 

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가 저들에 대한 하나

님의 희생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하게 하옵소서.

4)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시기에 마귀가 

총 동원해서 복음의 문을 막고 있고, 우상숭배와 세속화와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와 모든 죄악을 쏟아 붓고 있고, 최

고 영적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늘문

을 활짝 여시고, 전투천사를 많이 파송해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복음의 광채를 막는 사단의 궤

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님 앞에 속히 돌아와 주님만 사랑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최고로 높이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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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스라엘을 향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요 그 땅의 그루터기인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

셔서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소서.

6) 환난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

운 역사가 있게 해주소서.

7) 군대에도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고 유대 인

의 왕, 예수님께 돌아오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게 하

옵소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

마리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8) 믿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열방에서 들어와 복음을 전 

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지순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잠잠케 하시고 온전히 힘을 잃게 하옵소서.

9)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

역에 보내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파송하여 주옵소

서.

10)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받은 상처를 치유 하시며 

악한 사상과 우상과 종교적인 풍습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

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맛

보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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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시아닉쥬(Messianic Jew, 
유대인 크리스챤)를 위해

1) 유대인 크리스챤들 (약 14,000명, 2014년 현재) 이 더 

예수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깨어 

기도하며, 천국을 알게 하셔서 천국에 온전히 소망을 두

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

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행복하게 

하옵소서.

2) 메이아닉쥬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강력 

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

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 하게 

하옵소서.

3)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표적

을 찾는 유대인들이 교회로 나오고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

옵소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늦은 비를 예루살

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모든 

도시와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메시야 찬양의 소

리가 온 지역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4)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육간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5)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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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 지도자들을 위헤

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 초대교회 때 보다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옵소서.

6) 이스라엘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곧 메시아닉쥬 교회 

가 신부로 준비되어 영광의 날에 들림받아 온 이스라엘에

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7) 메시아닉쥬들이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 들

에게 돌리라는 말씀을 깊이 조명해 주셔서 철저히 회개하

며 닫혀진 구원의 문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향해 활짝 열려

지기를 위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1) 이스라엘 국민의 20% 되는 종교인(유대교)의 보지 못 

할 눈과 듣지 못할 귀와 혼미한 심령을 열어주셔서, 구약성

경을 통해 약속된 메시야는 이천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

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메시야 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2) 그들이 꼭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영혼 들

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앞장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

게 하옵소서. 종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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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일꾼들을 위해

1)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열방가운데 주님의 심장을 가진 주님과 

함께 울어 줄 중보자들과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

2)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드러나도록 종일종야 잠잠치 않

고 기도할 예루살렘 성벽 위의 파숫꾼들을 세워 주소서. 구

원이 횃불처럼 나타날때 까지 시온을 격려하는 파수꾼들을 

세워주소서 (사 62:6-7)

3) 선교사님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돕고, 협력 

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4) 선교사님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강력한 기 

름부음과 친밀함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강력한 중보기도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비자 문제도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5) 이스라엘의 식품 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선교사

님들이 힘들어 하는데 식품 값이 안정되도록 도와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필요를 채

워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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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리야 (Aliyah) 를 위해

(6) 예루살렘의 평화와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

1)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450만명, 2014년 현재),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이스라엘에 이들이 

거할 정착촌이 풍성하게 준비되고, 정착촌 건설이 활발하

게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집값이 안정되고, 이민 오는 자들

이 쉽게 집을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2) 정착촌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하 

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거주하며 살 수 있도록 세계 

언론과 유엔 서방 국가들이 말씀의 편에 설수 있도록 하

옵소서.

1) 예수살렘의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 

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 시지

도 않으시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소서. 온 열방이 

알게 하소서! 열방이 이스라엘의 평안과 형통 함을 위해 기

도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을 지어다!

2) 네타냐후 수상과 지도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들이 하 

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의뢰하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故土)로 돌아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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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3) 이스라엘이 민주국가로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국방이 더욱 튼튼히 

서도록 지켜 주시고, 주변 아랍국들의 테러와 전쟁 위협으

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4) 진행중인 팔레스틴과의 평화협상에서 이스라엘 지도 자

들이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갖

고 임하게 하시고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반유대

주의를 잠재워 주시고, 평화 협상에서 인간의 계획들이 무

너지고 주님의 뜻만 서게하여 주옵소서.

1) 예루살렘에 평화와 안전을 주세요

2)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이 전쟁을 통해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3)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4) 이런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두 나라 모든 영혼들이 예

수님을 찾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만나 주세요

5) 복음을 받아들인 팔레스타인 크리스챤(Palestine-

(7)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한 기도



178 │Global Bride Ministries

Christians: 108명, 2014년 현재)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6) 테러들을 상대로 싸우는 이스라엘의 남, 녀 군인들의 

안전과 보호와 그 지역의 민간인들의 안전을 지켜 주세요

7)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와해될 수 있도록, 그

리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이들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게 해주세요

8) 사기, 복수, 그리고 파괴라는 잔혹한 영에 사로잡힌 가

자지구(Gaza Strip) 주민들을 지켜 주시고 시민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의 눈과 마음이 온전한 구원자 

예수님께 열리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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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위한 기도

○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광대함과 높임과 영광을 

    한국의 교회로부터, 우리들의 삶으로부터 받으옵소서

○ 성령 하나님께서 한국에 새롭게 임하셔서 교회가 죄악

    으로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믿음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서 국가적인

    영적 대 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 전 세계에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불이 타오르게 하셔

    서 한국에 기도의 불과 회개의 불과, 시대를 알고 깨어

    나는 영적 대 각성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한국의 주인은 주님 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사

    주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 한국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

    가게 하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 이 나라의 살 길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전국을 강타

    하는 회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회개를 원

    하는 대규모의 기도 운동들이 모든 도시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 한국을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겸손히 서

    게 하시고 온갖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주신 

    은총을 잊지 않게 하소서

○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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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 할 때입니다.  

     깨어있는 우리 신부들이 국가와 교회를 위하여 진실

된 회개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받으 

십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기를 부탁 드립

니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때나 혹은 혼자서 기도할 때에 이 

기 도문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다니엘과 같이 한국의 총체 

적인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의 부패가 나의 잘못으로 여

기고 주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아래의 기도문을 읽어 가며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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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은혜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수천년 미신과 우상과 샤머니즘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 일본의 압제와 수탈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을 사

랑했던 수 많은 독립투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의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여 주셨건만 하나

님께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소수의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 

시고 건국의 기초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호 하셔서 

세우신 나라임을 늦게나마 고백하고 감사 드립니다. 그러

나 반 만년의 긴 역사 가운데 수 많은 선교사들의 피뿌림을 

허락하사 복음이 뿌리 내리고 싹이 틀 수 있었음을 우리가 

감사치 아니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

쌍히 여겨 주옵소서.

● 몸을 찢으며 생명을 불살라 지켜낸 이 땅의 복음과 믿

음과 민주주의를 너무나 쉽게 친북 좌파에게 내어준 우리 

국민의 무지를 회개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공산주의 사상과 북한이 주적의 상

대가 아니라 동행과 협력의 대상이라는 사상이 전교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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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이 땅의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전파되는 것

을 막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

히 여겨 주시옵소서.

● 지역 감정과 노조와 이념을 무기삼아 나라와 정치와 국

민을 이간질 시키고 분란케 하며 수많은 분쟁과 데모와 시

위를 주도하는 악한 세력을 이 땅에서 뿌리 뽑지 못하였

음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

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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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기도가 없고 회개가 떠난 교회로 만든 목회 자들

과 사역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받아 유 

명해지기를 원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죄악을 용서하

여 주옵소서.

●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자신을 우상화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여 자신을 따르도록 인도하

였음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목회자들을 통하여 거대한 사업 장

이요 또 회사가 되어 버렸음을 회개합니다.

 

●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 팔아 장사하는 목회자들, 자유 

주의 신학으로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신학교와 교수 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 하나님과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들과 교인 들

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또 

이를 믿고 따르는 교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 거짓말 하는 영이요 분란케 하는 악한 영이 교회안에 침

투하여 서로 정죄하고 헐뜯고 이단시비하며 분리되며 나뉘

며 법정에 이르도록 싸우는 것을 회개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 한국의 교회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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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단의 말씀과 교회 안에 철학과 심리학이 들어와 영적

인 말씀이 아니라 혼과 육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식적 연

설이 넘쳐 나고 있음을 회개 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불쌍

히 여겨 주옵소서.

● 천국의 소망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신실함

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소유와 형통과 육의 잘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번영 신학(prosperity theology)이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회개 합니다.

●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지 못하

는 인본주의적이고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역이 이 땅에 가

득함을 회개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떤 자원도 없이 손바닥만한 땅덩

어리와 전쟁에 지친 사람들을 일으켜 지금의 부와 경제와 

문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부지런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이 나라를 일으켰다고 착각하

며 살았습니다. 이 교만과 이 불신을 회개합니다.

●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 때문

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 하였음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 없음

을 회개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 옵소서.

● 선교사님들의 목숨과 피로서 얻은 귀한 복음과 신앙 안

에서 죄악과 분열이 틈 타도록 깨어있지 못 하였 음을 또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

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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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인자를 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을 불

쌍히 여겨 주옵소서….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옵소서….진정으로 돌이 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

옵소서. 예수님의 몸이신 한국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정한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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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을 위한 기도

●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고 먼 이방 나

라의 이야기로만 듣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 영적으로는 북한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간

절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지만 저희들은 영의 눈이 가

려서 알지 못하고 나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 하였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으로 용서하여 주시

고 깨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북한의 동포들이 70년 

가까이 무참하게 고통받고 있으며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신

음하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 어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으로 자유케 하옵소서.

● 우상숭배와 이념의 종노릇에서 어서 속히 해방되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서 통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 탈북 한 형제 자매들을 추운 겨울철에 보호해 주시고 천

사들의 돕는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 탈북자들 중에 간첩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대한민 

국으로 무사히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자유경제 체제에 잘 



187기도Guidebook │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 북한 권력자들의 핵무기 사용을 철저히 막아주시고, 그

들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옵소서.

● 남한의 종북 세력들의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을 막아 주

시고, 진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

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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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리스챤들이 회개해야 할 기도 

● 주님께서는 마지막때 깨어 있으라고 외치셨지만 영적 

깨어있음 보다는 잠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음을 고백합

니다. 주님 말씀에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

소서.

● 주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보다는 아직도 나

의 눈에 제일 가까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

을 마실까에 훨씬 더 생각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 주님, 제발 세상의 방법으로 머리써서 살지 않고, 기

도하면서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살게 하옵소서.

 

● 사랑하는 주님,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 사람들의 눈치보며 인정받기 보다 나를 눈동자 처럼 내

려다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인정

을 받는 참된 크리스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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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위한 기도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

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신명기 8:11-14)

★일찌기 미국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 뿐만아니라 미국내의 한인교회들과 미국교회들이 주

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국교회와 한인교회가 인본주의(humanism), 개인주

의(individualism), 물질주의(materialism), 세속주의

(secularism)로 변질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의 staff들이 창조의 하나님, 공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경외하

게 하옵소서.

★각 주지사와 도시의 시장 등 Local Government의 모

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청지기의 역할

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Supreme Court와 State, Local Court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정직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를 세우

며,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법제도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연방정부의 의회(Senate와 House)가 하나님을 경외하

며,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입법업무를 수행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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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대 미국 의회의 전체 491명의 의원 중 57.2%가 

Protestant Christian 인데, 이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 미국교회와 한인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 깊이 깨닫도록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그들의 가

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 미국내의 선교단체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들에 의해 파

견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인근 지역에

서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 미국내의 next generation과 이민 온 1.5세 및 2세들

이 은혜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 이들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부모와 화해하며, 하나님 나

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 미국내의 교회와 크리스챤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오실 예수님을 알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 미국내에서 팽창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을 막아주시고,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 다인종, 다문화 사회인 미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요 17:22, 계 7:9)

★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던 선

조들의 뒤를 따르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 모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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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

으니, 이는 그의 판단은 진실되고 의로우심이라...할렐루

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우리 함께 기

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분께 영광을 돌리세!”

(계 19:1-2, 6-7)

예배를 위한 기도

     창조를 통하여 위엄과 영광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찬

양합니다. 태양을 위하여 장막처럼 펼쳐진 하늘은 주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뜨고 지기를 멈추지 않는 

태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의 다이아몬 드처럼 반짝이는 수 십억의 별들은 주님

의 광대하신 지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나 하나 각 이름

을 부르시는 주님의 개인적인 지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다의 물결 따라 정 하신 해변의 경계선들은 우

리를 위한 주님의 법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

락하셔야 떨어지는 참새도, 주님께서 입히시는 백합화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며, 개별적이며, 개인적인 관심을 가

리키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는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도록 놀랍게도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

을 받았음 이니이다. 주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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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사는 

날 수를 정하셨으며 기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나가

고 들어오는 때를 아시며, 우리가 일어나고 눕는 때를 아

십니다.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 셀 수 없이 수많은 천사들과 무

리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그들이 큰 목소리로 하나되어, 

능력과 부와 지혜와 권세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

기에 합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을 찬양하며 외치는 

소리를 듣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갈망합니다.

온 우주가 크게 외치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

※ 예배 시에 다음 성경 구절들을 참고하십시오: (시 19, 

23, 24, 27, 46, 91; 사 40; 계 5장, 등)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to receive all PRAISE.
“Hallelujah! Salvation and glory and power belong to our 
God, for true and just are His judgments…Hallelujah! For 

our Lord God Almighty reigns. Let us rejoice and be glad and 
give Him glory!” -- Revelation 19:1-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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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aise You as the One who declares Your greatness and 
glory in Creation. The heavens that are pitched like a tent for 
the sun speak of Your vastness. The sun that never ceases to 
rise, then set, speaks of Your faithfulness. The billions of stars 
that sparkle like diamonds in the dark expanse of the night sky 
reveal Your vast, personal knowledge, as You call each one by 
name. The boundaries on the shore that You set for the waves 
of the sea speak of Your laws that are for our good. The spar-
rows that you see fall, and the lilies that You clothe, point to 
your compassionate, individualized, personal attention.

We praise You as our Creator, for we are wonderfully and fear-
fully made in Your image, with a capacity to know You in a per-
sonal relationship. You know our thoughts before they become 
words. You numbered our days and recorded them before we 
were born. You know when we go out, and when we come in. 
When we rise and when we lie down.

We worship You, the Lamb who was slain, who alone is worthy 
of all praise. Our hearts yearn for the day when we will be gath-
ered around Your Throne and see with our own eyes the angels 
and people whose numbers are too great to count, and hear 
with our own ears the multitude crying out in such unity that 
they sound as one loud voic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to receive power and wealth and wisdom and strength 
and honor and glory and praise. The entire Universe will roar 
in acclamation and praise of You!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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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rship You______________

Suggestion:  Use Scripture to help you give expression to your 
worship, such as: Psalm 19, 23, 24, 27, 46, 91; Isaiah 40; Rev-
elation 5 and others of your own cho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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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 기도

자비로우신 주님,

나는 배우기를 더디합니다,

잊어버리기를 잘 합니다

오르기에 너무 연약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야 하는데 산기슭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죄된 마음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으며,

기도하지 못 한 나날로 인해,

사랑이 부족함으로 인해,

거룩한 경주에서 나태함으로 인해,

나의 더럽혀진 양심으로 인해,

낭비한 시간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회들로 인해 고통하고 있습니다.

빛이 나를 비추고 있건만 나는 눈이 멀었아오니.

내 눈에서 비늘을 벗겨 주옵시고.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부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해 주옵소서.

아멘!

※ 회개를 위해서, 다음 체크리스트를 끝까지 세번 읽으

십시오. 세번째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

는 죄를 회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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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치 않음: 응답된 기도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은 것을 회개합니다. 

▽ 성경읽기를 등한시 한것: 성경을 덮어버리거나, 

    집중 해서 읽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 불신앙: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한 것을 회개합니다.

▽ 기도하지 못한 것: 열심히 기도하기 보다는 영적으로

     떠들어대고, 영적으로 공상에 잠기고, 영적으로 상상

     에 잠긴 것을 회개합니다.

▽ 잃은 영혼들에 대한 무관심: 전도를“전문가들”에게 

    맡겨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 위선: 나의 실제 모습보다 더 영적인 체 하거나, 내가

    아닌데 뭔가 된것 처럼 가장한 것을 회개합니다.

▽ 교만: 내 자신의 평판과 성취에 도취되어 다른 사람

    이 더 주목을 받을때 기분 나빠하고 분개한 것을 

    회개 합니다.

▽ 질투: 나보다 더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으며, 인정 

    받는 사람들에 대해 시기질투한 것을 회개합니다. 

▽ 비판하는 마음: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의

    흠집을 찾은 것을 회개합니다.

▽ 비방: 사람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무시하게 하려는 

    의 도로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회개합니다.

▽ 거짓말: 진실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과장하고,

    암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 속임: 나를 위해 무언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바를 남에게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 하나님의 것을 훔치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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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의 은사를 행사하고, 나의 시간과

    돈과 힘을 사용한 것을 회개합니다.

▽ 두려움: 주님의 복음의 빛을 두려움의 통속에 감춰 

    두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까를 두려워하여 

    침묵한 것을 회개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의 극악무도함을 바

라 보오며,

주님으로 하여금‘저주를 내리게’한 나의 죄악을,

하나님의 극심한 재앙을 불러 일으키게 한 

악을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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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죄과의 극악함을 보여 주시되,

가시 면류관을 통해,

못박히신 손과 발을 통해,

상한 몸을 통해,

최후의 부르짖음을 통해 보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피이오며,

그 가치는 무한하며, 그 값은 모든 생각을 뛰어 넘나이다.

그러한 값을 요구하는 악과 죄는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멘!

※ 시편 51편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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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NTANCE

Merciful Savior,
I am so slow to learn,
So prone to forget
So weak to climb;
I am in the foothills when I should be on the heights;
I am pained by my graceless heart,
My prayerless days,
My poverty of love,
My sloth in the heavenly race,
My sullied conscience,
My wasted hours,
My unspent opportunities,
I am blind while light shines around me:
Take the scales from my eyes,
Grind to dust the evil heart of unbelief.
For the glory of Your name.* 
Amen.

Suggestion:  To aid in your repentance, read the following 
check-list three times all the way through. In the third read-
ing, repent of the sin that God brings to your attention.

Ingratitude: Neglecting to thank God for an answered prayer 
or a blessing. I repent.

Neglect of Bible reading: Keeping the Bible closed, or reading 
it without focus. I re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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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belief: Doubting who God is and what God has said. 
I repent.

Prayerlessness: Spiritually chattering, daydreaming, and fan-
tasizing instead of fervently praying. I repent.
Unconcern for the lost: Leaving evangelism to the “profession-
als.” I repent.

Hypocrisy: Pretending to be more spiritual than I am, or any-
thing I am not. I repent.

Pride: Impressed with my own reputation and accomplish-
ments; offended and resentful when someone else receives 
more attention. I repent.

Envy: Jealousy of those more gifted and fruitful and recogniz-
able than I am. I repent.

Critical spirit:  Finding fault with someone because he or she 
doesn’t measure up to my standards. I repent.

Slander:  Telling the truth about someone, with the intention 
of causing others to think less of him or her. I repent.

Lying: Making a statement, exaggerating, or inferring some-
thing that is contrary to the unvarnished truth. I repent.

Cheating: Not doing to others what I expect or demand them 
to do for me. I repent.

Robbing God:  Exercising my gifts or spending my time, 
money or energy on things that have a selfish goal, without 
asking God first. I re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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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r:  For being so afraid of what others think and say that I 
remain silent, hiding the light of Your Gospel under the basket 
of intimidation. I repent.

I repent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efore thy cross I kneel and see the heinousness of my sin, 
My iniquity that caused thee to be ‘made a curse,’
The evil that excites the severity of divine wrath.
Show me the enormity of my guilt by
the crown of thorns, the pierced hands and feet,
the bruised body, the dying cries.
Thy blood is the blood of incarnate God,
Its worth infinite, its value beyond all thought.
Infinite must be the evil and guilt that demands such a price.*
I am so sorry. Amen.

Suggestion:  Read Psalm 51



202 │Global Bride Ministries

감사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에서 2,000년 전에 흘리신 주님의 피가 오늘도 여전

히 능력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속받고 

죄사함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 할때, 

주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죄의 꼬리표를 달고 있

지만, 우리의 모든 불의를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박히고, 더 이상 그 죄의 대가나 

죄책 감을 지지않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서받은 죄인들을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께로 가까이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구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 (빌 4:6, 시 100편)을 읽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독생자, 영원하신 

성령님, 나는 주님을 서로 다른 세 인격으로 계신, 한 분

이시요, 한 본 질이시고, 한 하나님으로서 경배하오며, 이

는 죄인들을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나라로 이르게 함이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어 구속하셨

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된 모습을 짊어지

시고, 나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피를 흘리셨으며, 나의 쓸

모없는 모습을 덮어주기 위해 의를 행하셨습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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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사랑하사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심어

주셨으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세 인격이자, 한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는 거져 주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경이롭고, 위

대한 사랑으로 잃은 영혼을 구하시고 그들을 영광으로 끌

어 올리심이니다. 

     아버지여, 보좌에 앉으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예수님, 그 손을 펴사 나의 간구를 받으시고, 성령님, 나의 

부족함을 기꺼이 도우시어, 내게 필요한 것을 보이시며, 말

씀을 공급하시고, 내 안에서 기도하시며, 간구 중에 내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 삼위일체의 하나님, 주님은 온 우주를 명하시며,

내게 하나님의 나라와 내 영혼에 관한 것들을 구하도록 명 

하시나이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지금 주님을 바

라 봅니다. 아멘!



204 │Global Bride Ministries

THANKSGIVING

Beloved Son of the Father,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that Your blood is just as powerful today as it was 
2000 years ago when the first drop was shed on Calvary.
Thank You that through Your blood we have redemption and 
the forgiveness of our sins.
Thank You that You cleanse us of all unrighteousness when 
we use the same labels for sin that You do, as we humbly and 
honestly confess our sins to You.
Thank You that our sin is nailed to the Cross, and we no longer 
bear its penalty or guilt.
Thank You that You invite forgiven sinners to draw near to You 
with a sincer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
Thank You that we can ask according to Your will, knowing 
that You hear us.

Suggestion:  Read Philippians 4:6, Psalm 100

Heavenly Father, blessed Son, eternal Spirit,
I adore thee as one Being, one Essence, one God in three dis-
tinct Persons,
For bringing sinners to thy knowledge and to thy kingdom.

O Father, thou hast loved me and sent Jesus to redeem me;
O Jesus, thou hast loved me and assumed my nature,
Shed thine own blood to wash away my sins,
Wrought righteousness to cover my unworthiness.
O Holy Spirit, thou hast loved me and entered my heart, 
implanted there enteral life, 
revealed to me the glories of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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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Persons and one God, I bless and praise thee,
For love so unmerited, so unspeakable, so wondrous, 
so mighty to save the lost and raise them to glory.

O Father, thou art enthroned to hear my prayers,
O Jesus, thy hand is outstretched to take my petitions,
O Holy Spirit, thou art willing to help my infirmities, 
to show me my need, to supply words, to pray within me, 
to strengthen me that I faint not in supplication.
O Triune God, who commandeth the universe, 
thou hast commanded me to ask for those things 
that concern thy Kingdom and my soul.*
I look to You now, for the glory of Your nam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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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으로부터 보호와 해방을 위한 기도

     우리는 옛 뱀, 곧 마귀의 식식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이는 우리의 귀에 공격하는 거짓과 불경한 소리와 신성모

독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위대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소리에서 듣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한 인정과 주님

께 대한 감사를 거부하며, 오히려 우리 자신의 재간과 지

식과 기술과 힘을 더 신뢰하게 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주

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람들을 거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옛 뱀의 움직임을 봅니다.

결백한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불량배가 약자를 위협하고, 권력과 사람들을 사로잡으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조약과 언약이 파기되며,

어린이들이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마약과 알코올이 맑은 정신을 마비시키고 노예화시키며,

여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남자들이 위축되며,

세대 간 증오와 편견이 이글거리며,

우리는 옛 뱀의 전술에 굴복하고 있으니,

이는 너무 바빠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세상 물정에 밝아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너무 교만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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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회개하지 못하고,

너무 관대해서(비진리에 대해) 복음을 나누지 못하고, 

따라서, 너무 잘 속아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

다.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같이 나타날 수 있는 우는 사자이며,

우리를 속이고, 약하게 만들고, 산만케 하고, 분열시키고, 

삼키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안

된다. 오늘은 안된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해 왔다. 우리의 

죄를 고백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강한 군대로서, 유다

의 사자 이시며, 주의 천군천사의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과, 그의 모든 악한 

의도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한다. 우리는 악과 사랑

하지 못하는 영들을 묶고, 혼란시키며, 힘을 못쓰게 명령한

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을 거스리도록 원수가 계획하는 악

한 전략과 계획들이 좌절되도록 명령한다. 우리는 악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영들을 묶고, 혼란시키며, 힘이 빠지도록 

명령한다. 우리는 원수가 꾸미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 대

한 악한 전략과 계획들이 좌절되고, 우리를 향한 모든 원수

의 의도가 자기 자신에게 떨어지도록 명령한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십자가의 기를 높이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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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

히 기도 합니다. 적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악한 것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시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원수의 손

에 붙잡힌 이들을 구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

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게 하옵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

하옵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진 것같이 이 땅에

도 이루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원수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는 이 세 상의 깊은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수용소, 대학살의 현장, 감옥, 이방 종교 기관, 

이방 집회, 매춘굴, 그리고 이름대기도 너무 두려운 장소

들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악을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을 보

여주옵소서. 악에 대항하여 힘을 합하여 우리와 함께 하는 

이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 (엡 6:10-18)을 읽으십시오.

     주님, 주님과 사단 간의 싸움이 분명히 있어 왔으며, 

결국 승리로 끝날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보리에

서 용의 머리는 부숴졌으며, 나는 이미 패배한 적과 싸우

고 있고, 그는 교묘히 모든 힘을 다 하지만 이미 졌습니다. 

뱀이 나의 발뒷금치를 물때에, 발뒷금치를 상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내 영혼이 위대하신 정복자이신 주님을 찬

양합니다.큰 싸움에서 받았던 어떠한 상처도 다 고쳐 주

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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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스러운 일을 끌어들였다면,

나의 믿음이 손상당했다면,

나의 소망이 흐려졌다면,

나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세상의 위로가 내 마음을 차지했다면,

내 마음이 악과의 싸움 때문에 눌리고 있다면, 

다 고쳐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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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ESSION FOR THE PROTECTION 
AND DELIVERANCE FROM EVIL

We hear the hiss of that Old Serpent, the devil…
In the lies, blasphemies, and profanities that bombard our 
ears.
In the denial of Your existence as the Creator and Supreme 
Lord of the Universe. 
In the refusal to acknowledge and thank You for the bless-
ings we have received,
and instead give credit to our own ingenuity, knowledge, 
technology and might.
In the rejection of Your commandments, Your Word, Your 
Gospel and Your people.
We see the Old Serpent’s movements…

as the innocent are slaughtered,
as bullies seize power and people, terrorizing the weak,
as nations rise against nations,
as treaties and covenants are shattered,
as children are abused and exploited,
as drugs and alcohol stupefy bright minds and enslave lives,
as women are debased,
as men cower,
as generational hatreds and prejudices are kept smol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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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uccumb to the Old Serpent’s tactics by being…
Too busy to pray,
Too sophisticated to read our Bibles,
Too proud to acknowledge, confess, and repent of our sin,
Too tolerant to share the Gospel.
And therefore,
Too deceived to discern the Truth. That the devil is real. 
He is a roaring lion who can appear as an angel of light,
seeking to deceive us, weaken us, distract us, divide us,
devour us, and ultimately, destroy us.

But no more. Not on this 7th day of prayer. Not today. 
We have been worshipping You. Confessing our sin. So 
on this day, as Your mighty arm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ion of Judah, the Captain of the Lord’s 
Host, we come against the devil, his demons, and all those 
he is using for his evil purposes. We command the evil and 
unloving spirits to be bound, confused, and powerless. We 
command that the evil strategies and plans against Your 
people that the enemy is plotting would be thwarted, and 
that all the enemy intends for us will fall back on himself. 
We lift high the Cross as our battle standard.

Protect and deliver us from evil, we earnestly pray. Give us 
the confidence that more are they that are with us, than they 
that are with them. That greater are You within us then any 
evil one who is in our world. Use us to rescue those who are 
in the enemy’s grip; to snatch them from th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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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Holy Father, we ask that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here on earth as it is done there, in Heaven. 
Shine Your Light into the deep recesses of our world where 
the enemy seems to rule: the gulags, killing fields, prisons, 
religious institutions, covens, brothels, and places too ter-
rible to name. Reveal to us how to resist and overcome evil. 
Help us to strengthen others to stand with us, shoulder to 
shoulder against evil.

Suggestion:  Read Ephesians 6:10-18

O Lord,
I bless thee that the issue of the battle 
between thyself and Satan
Has never been uncertain
And will end in victory.
Calvary broke the dragon’s head,
And I contend with a vanquished foe,
Who with all his subtlety and strength 
has already been overcome.
When I feel the serpent at my heel
May I remember Him whose heel was bruised,
But who, when bruised, broke the devil’s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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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oul with inward joy extols the mighty Conqueror.

Heal me of any wounds received in the great conflict;
If I have gathered defilement,
If my faith has suffered damage,
If my hope is less than bright,
If my love is not fervent,
If some creature-comfort occupies my heart,
If my soul sinks under pressure of the fight.

O thou whose every promise is balm, every touch life,
Draw near to thy weary warrior,
Refresh me, that I may rise again to wage the strife,
and never tire until my enemy is trodden down.

Give me such fellowship with thee
that I may defy Satan, unbelief, the flesh, the world,
With delight that comes not from a creature, and which a 
creature cannot mar.
Give me a draught of the eternal fountain 
that lieth in thy immutable, everlasting love and decree.

Then shall my hand never weaken,
My feet never stumble,
My sword never rest,
My shield never rust,
My helmet never shatter,
My breastplate never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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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y strength rests in the power of Thy might.*
Amen.

I boldly ask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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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CESSION FOR
 THE EXALTATION OF JESUS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e pray that Your Son would be exalted first, within our own 
hearts, then in our own families, churches and nation. Jesus 
promised that when He is lifted up, He will draw all people to 
Himself. We boldly ask that You do whatever it takes to compel 
Your people to present the Gospel without compromise. Turn 
the hearts of Your people back to worship and magnify Him, so 
that as the world observes us, they will be drawn to Him. Use 
the problems, pressures and pain; the trials, trouble and trauma 
we experience as a showcase for His glory, so that when others 
see our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meekness, and self-
control they will know they are seeing Jesus in us, and want to 
know Him, too.

O Lord God,
Thou hast commanded me to believe in Jesus,
And I would flee to no other refuge,
Wash in no other fountain,
Build on no other foundation,
Receive from no other fullness,
Rest in no other relief.

His water and blood were not severed in their flow at the Cross,
May they never be separated in my creed and experiences.
May I be equally convinced of the guilt and pollution of sin,
Feel my need of a prince and savior,
Implore of him repentance as well as forgiveness,
Love ho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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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pure in heart,
Have the mind of Jesus, 
And tread in his steps.
…I rejoice that I am under the care of one who is too wise to 
err,
too kind to injure, 
too tender to crush.*

May we, Your people, be bold to speak the strong and mighty 
name of Jesus, follow His example, and share in His suffer-
ings. Raise up a Body of believers to be a beacon of His Light, 
a herald of His Good News, a demonstration of His love, a 
trumpeter of His truth, a healer of hurting hearts offering His 
comfort, and an ambassador of His peace. May we be the salt 
and light You commanded us to be. Purify us. Make us ready 
as a glorious Bride, without spot or blemish, to greet our Bride-
groom without being ashamed when He comes. And use us to 
announce the Hope of His coming. May we not waste a mo-
ment in inviting all to live with You forever, clearly explaining 
to them how to get right with You at the Cross. 

I boldly ask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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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CESSION FOR AN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rises upon you. See, darkness covers the earth and thick dark-
ness is over the peoples, but the Lord rises upon you and His 
glory appears over you… Isaiah 60:1-2

O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e long for Your glory to rise upon Your 
people. You are the same One to whom Elijah called on Mount 
Carmel. Elijah obeyed You when he confronted the evil of his 
day. He depended upon You when he confronted wicked King 
Ahab and the priests of Baal, built the altar, then soaked it in 
water. He expected You to honor his obedience and depen-
dence when he publicly called down fire from Heaven. And 
the fire fell! O God of Elijah! Do it again! You are the Great I 
AM, the One who is the same yesterday as You are today, and 
forever will be.

We are asking You for an outpouring of Your Spirit on us, our 
families, our churches and our nation.
Send down Your Spirit in Pentecostal fullness!
Captivate us by Your love!
Rend our hearts with deep conviction and sorrow for our sin!
Revive our hearts, filling us with abundant life!
Ignite our hearts with a pure and holy passion to love You and 
to live our lives for You, and Your glory, alone! 
Then use us to bring revival to the hearts of Your people!
And use us, the revived Church, as a messenger of salvation for 
those who are coming under Your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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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asking You to saturate us in Your holiness, purity, righ-
teousness, justice, power, mercy, grace, truth and love.
Saturate us in Yourself.

We are asking You to revive the confidence of our faith and the 
authenticity of 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You. 
We are asking for one more great spiritual awakening before 
Jesus returns. 
O Lord God, we have been obedient. We have been depen-
dent. Now let the Fire of the Holy Spirit fall! 

I boldly ask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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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ISE AND WORSHIP

Great Covenant-keeping God. All of Your promises are trust-
worthy and true. All of life’s questions are answered in You. You 
are the Answer. You are the Source of all life. The Sustainer of 
all things. In You we have life.

We worship You as the Fountainhead of all blessing, the Source 
of all life, the Wellspring of wisdom, the Key to knowledge, the 
Foundation of faith, the Doorway to glory. We worship You as 
the One who supplies strength to the weary, increases power to 
the faint and offers escape to the tempted.

We worship You as the One who sympathizes with the hurt-
ing, shields the defenseless, enriches the poor, sustains the help-
less and shelters the homeless. You give purpose to the aimless, 
comfort to the lonely, fruit to the barren, beauty to the meek, 
a future to the hopeless and Life to the lifeless!

Suggestion:  Re-read all the worship sections of the previ-
ous six days of prayer. Write out your own prayer of praise 
and worship.

We worship You as the One who was slain to purchase people 
for God from every tribe and language and people and na-
tion. When at last You assert Your right to rule and reign on 
the earth, fulfilling Your Father’s redemption plan, the golden 
bowls of incense, which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will be 
full. (Revelation 5:8) It will be then that the Throne room in 
Heaven will be filled with the sound of a new song. We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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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oices with the multitudes in Heaven as we sing our praise 
and worship to You now…

Suggestion:  If you have access to a hymnbook, or to praise 
music, use it now to worship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We believe that our prayers to You have been collected in the 
golden bowls that are even now filling with the incense of our 
praise and worship. We believe this may be the last prayer nec-
essary to fill the bowls completely to the brim, ushering You 
visibly onto the world stage once again, this time in power and 
glory. 

You are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We worship You as the 
Alpha and the Omega. The Beginning and the End. Human 
history began in response to Your powerful Word; and human 
history, as we know it, will end with Your loud command,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blast of Your trum-
pet. You will raise to life the dead who had placed their faith 
in You. Then suddenly, in the twinkling of an eye, we, Your 
people; we, who love and trust You; we who remain alive on 
the earth; we will be caught up together in the air with You and 
the risen dead, and we will live forever in our Heavenly Home. 
With You! Hallelujah! Hallelujah! For our Lord God Almighty 
reigns. Let us rejoice and be glad and give Him glory!

Even so, come quickly, Lord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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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Destroying Curses 
- Witchcraft Prayers 

                    Lord Jesus, I ask you to break and de-
stroy any curses, ungodly soul ties, unholy alliances or 
any unrightrous agreements that I have entered into. 
Destroy any side effects, effects, residual effects, in-
fluences or stings of any curses that have been put on 
me, declared over me, decreed over me, anyone that 
I have prayed for today, including our children, our 
grandchildren, our marriages, our homes, our cars, our 
trucks, our offices, our properties, our buildings, our 
businesses, our ministries, and our finances. I ask you 
to do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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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ing to John 14:14.

                   I ask you to destroy any witchcraft prayers, 
charismatic witchcraft prayers, ungodly soulish prayers, 
side effects, effects, residual effects, influences, or stings 
of any witchcraft prayers or charismatic witchcraft 
prayers or ungodly soulish prayers about me, over, or 
about anyone that I have prayed for tody, including 
ourchildren, our grandchildren, our marriages, our 
homes, our cars, our trucks, our offices, our proper-
ties, our buildings, our businesses, our ministries, our 
finances, our pets.... I ask you to destroy them now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accoding to John 
14:14. 

                   I ask you to destroy any false prophecies that 
have been prophesied over me, or about me anyone 
that I have prayed for today, including our children, 
our grandchildren, our marriages, our homes, our cars, 
our trucks, our offices, our properties, our buildings, 
our businesses, our ministries, our finances.... I ask you 
to destroy them now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according to John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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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Jesus, I ask you to destroy any hexes, 
vexes, withchcraft spells, voodoo spells, satanic spells, 
incantations, chains, fetters, snares, traps, effects, side 
effects, or residual effects, darts, arrows, stings, claws, 
spears, darkeness, evil imprints, false memories, wrong 
mind sets, trauma, shock, any unrighteous instruments 
of the enemy that have attempted to penetrate me, 
any lies of the enemy, false memories, evil imprints, 
impressions, wrong thoughts and mind sets, that have 
been spoken into me, anyone that I have prayed for 
today, including our children our grandchildren, our 
marriages, our homes, our cars, our trucks, our offices, 
our properties, our buildings, our businesses, our min-
istries, our finances.... I ask you to destroy them now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according to 
John 14:14.

                   Lord Jesus, I ask you to destroy any words, 
declarations, decrees, effects, side effects, stings and in-
fluences that have been spoken into me or over me, or 
into anyone or over anyone that I have prayed for today 
by ourselves or others that do not conform to your will 
or your destiny for our lives or the way you want us to 
believe and think and do. I apply the blood of Jesus 
Christ of Nazareth, his blood covenant, Psalms 91, and 
your healing virtue over me, into me, my spirit,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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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desires, emotions, ego, imaginations, anyone I 
prayed for tod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of 
Nazareth, I ask you Lord Jesus to destroy any assign-
ments or plans that satan or our spiritual enemies or 
physical enemies have against em, anyone that I have 
prayed for today, against our children, our grandchil-
dren, our marriages, our homes, our cars, our trucks, 
our offices, our properties, ourfinances, our buildings, 
our businesses, our ministries....etc. I ask you to destroy 
them now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ac-
cording to John 14:14. to God be the glory. Amen!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of 
Nazareth, I ask you Lord Jesus to pull down and cast 
aside every demonic stronghold that is in my mind or 
that are in the minds of anyone that I have prayed for 
today. I ask you to pull down every vain imagination in 
me and in everyone that I pray for today and cast them 
aside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of Nazareth 
and to bring every thought captive in each of u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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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dience of Chrrist Jesus according to 2 Corinthians 
10:3-6.

                   Lord Christ Jesus, I ask you to pull down, 
cast aside and destroy any demonic strongholds that are 
over or in me, or over or in anyone that I have prayed 
for today; over our homes, cars, trucks, offices, proper-
ty, buildings, businesses, minitries, marriages, finances. 
I ask you to destroy them now according to John 14:14 
in the name of theLord Jesus Christ of Nazareth. to 
God be the glory. Amen!

                   In the name of my Lord and Savior Je-
sus Christ, I command my mind, desires, will, emo-
tions, ego, imaginations, and thoughts, to come now 
to the obedience of Christ in me. Lord Jesus I ask you 
to destroy and remove all vain imaginations, demonic 
strongholds, and any deception that is in my thoughts 
and mind, and cast them asid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ask you wash my mind clean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of nazareth and enable me to stay 
in your presence all day long, according to John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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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God be the glory! Amen.

                   Lord Jesus, your word says that your anoint-
ing destroys all yokes of bondage (Isaiah 10:27) so I ask 
you now to cause your anointing to break and destroy 
any yokes of bondages along with all of their works, 
roots, fruits, tentacles and links that are in my life, the 
lives of anyone that I have prayed for today according 
to John 14:14,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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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의 기도
(나의 기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    )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     )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

하심에 따라 믿는 나(   )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

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    )로 알게 하시기

를 구합니다(엡 1:17-19)

이러므로 내(   )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게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   )

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

아 그리스도께서 나(   )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

고 내(   )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

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

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나(  )에게 충만하게 하

시기를 구하옵나이다(엡 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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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저는 이 장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쓰여지기를 원합

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악인

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저는 주님으

로부터 받은 이 장소(가정, 일터, 여관방, 콘도 등)를 주님

께 봉헌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이곳을 채워 주옵소

서. 과거에 이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불의한 일들과 죄악으

로 인한 그 잔재를 예수님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든 행위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곳에서 몰아내 버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

의 권세를 힘입어 간구하오니, 이곳에 수호천사들을 보내

시어 악한 자의 역사로부터 주님의 종을 보호하옵소서.” 

(기도하는 장소가 여관방 등 공공장소일 경우에는 다음의 

기도를 첨부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거룩한 천사들의 돌봄이 이곳에 계속 머물

러, 제가 이곳을 떠난 후에 여기 머물게 되는 모든 사람들

의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집이나 어떤 장소를 
성결케 하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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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품과 체질까지 바꾸는 기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영적 무장의 기도

“내 기억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의식 속에, 잠재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가치관 속

에, 선입관 속에, 소원 속에, 습관 속에, 말 속에, 오장육

부 속에 있는 썩은 것, 더러운 것, 마귀적인 것을 다 제거

하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고 파수꾼을 세

워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저들의 직장과 재산, 건강

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과 불빛으로 삼중으

로 보호막을 칩니다.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와 불 말

과 불 병거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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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

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힙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띱니다.

다리에는 평안을 예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구멍 난 곳이 있으면 메워주시고,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해 주시고, 그 속에 감

사와 찬양의 옷을, 의와 평강의 옷을, 거룩한 순결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무장하였습니다.

내 혈관에 순환하는 썩은 피는 거두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수혈하여 주옵소서!

내 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약동하게 하시고, 세포

와 심령 그 속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과 능

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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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을 향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뇌세포를 향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건강할지어다! 피곤은 사

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 피부와 모든 신

경조직은 강건해지고 분비물들은 정상적으로 분비될 지

어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내 몸 속에 있는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

다!!! 온 몸의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내 정신은 맑아지고 잡생각은 사라질지어다!

150억 개 이상의 뇌세포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의 기능

을 발휘하여 돌아갈지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생겨나고 지혜와 총명이 넘쳐날지어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신 성령님, 저에게 놀라운 아이디어와 

어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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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는 기도

예배시간 전에 하는 짧은 기도

내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습니다.

내 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들었던 것을 예수 그

리스도의 피로 씻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한 것을 예수 그리

스도의 피로 씻습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한 것을 예수그

리스도의 피로 씻습니다.

내 발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한 것을 예수 그리

스도의 피로 씻습니다.

내 뇌세포 기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기억들

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잡념과 졸음과 

혼란과 잡된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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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고백할 말씀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

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예

수 그리스도는 질병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갈 3:13; 

신 28장)

2) 가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부요를 주셨습니

다. 질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

다. 사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

다.(고후 8:9; 요 10:10; 요 5:24)

3)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시 37:4)

4) 내가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히 되어 주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 품에 안겨 주실 것입니다 

(눅 6:38)

5)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도로 받습

니다. 내가 후하게 심으므로 나는 후하게 거둡니다. 내가 

즐겨 드림으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

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고후 9:6-8)

6)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이 고백의 말씀을 하루 세 번 이상 믿음으

로 소리 내어 고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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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

니다(빌 4:9). 

7)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예수

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

요케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 23:1; 고후 8:9; 요 10:10)

8) 나는 의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함니다 (롬 5:17).

9) 여호와 하나님은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입니다.

(시 35:27; 갈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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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목록

간음한 죄, 음욕을 품은 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 

우상을 섬긴 죄, 우상에게 절하고 음식을 먹은 죄, 돈 사랑

한 죄(헌금에 인색한 죄), 기도하지 않은 죄, 주일을 범한 

죄,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죄, 교만 죄, 불순종한 죄, 전도하지 않은 죄, 성령

의 은사와 능력을 부인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말

씀을 믿지 않고 염려와 근심을 한 죄, 성령의 감동을 소멸

한 죄, 직분에 태만했던 죄,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죄, 하

나님 앞에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살아온 죄, 육신을 너무 위

하고 사랑한 죄,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죄, 교회를 어지럽

게 한 죄, 믿음을 적용하며 살지 않은 죄, 성경을 읽지 않

은 죄,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권력을 더 의지했던 죄, 하나

님 말씀보다 허탄한 사람의 말이나 예언을 더 따른 죄, 성

령을 훼방하고 소멸한 죄, 직분을 이용한 죄, 하나님의 돈

을 함부로 쓴 죄, 기도 응답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이 주

신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죄, 당을 지었던 죄, 드리기를 인색했던 죄, 사치한 죄, 양

심을 쓰지 않은 죄.

1.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용서 받
아야 할 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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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은 죄, 비판한 죄, 불순종하고 비교한 

죄, 험담한 죄, 감사하지 않은 죄, 목회자를 이성으로 생각

한 죄,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리는 죄, 목회자를 쫓아낸 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 원망 불평한 죄.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한 죄, 폭언 폭행을 일삼은 죄, 속이

고 거짓말한 죄, 다른 부모와 비교한 죄, 원망 불평한 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 근심걱정을 끼친 죄,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한 죄.

미워한 죄, 거짓말한 죄, 비교한 죄, 원망 불평한 죄, 마

음에 상처를 준 죄, 속인 죄, 폭언 폭행한 죄, 사랑하지 않

은 죄, 마음으로 죽었으면 한 죄, 유산시킨 죄, 입술로 험

담하고 헐뜯은 죄

2. 목사님에게 잘 못한 죄들

3. 부모님께 잘못한 죄

4. 부부간에 잘못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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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한 죄, 자녀를 노엽게 한 죄, 남의 자녀와 비교한 죄, 

무관심한 죄, 교회에 가는 것보다 공부를 더 먼저 하라고 

한 죄, 자녀를 소유하려고 한 죄, 잘못하였을 때 정당하게 

책망하지 않은 죄

음란한 죄, 간음한 죄, 음란한 마음을 품은 죄, 남이 잘 되

면 속으로 배 아파한 죄, 욕심 죄, 미워한 죄, 더러운 생각

을 한 죄, 거짓말한 죄, 시기한 죄, 질투한 죄, 도둑질한 

죄, 교만한 죄, 말로 이간질한 죄, TV를 지나치게 많이 본 

죄, 음란비디오를 본 죄, 거짓증거를 한 죄, 도박한 죄, 술 

마신 죄, 담배 피운 죄, 용서하지 못하고 고발하고 재판을 

한 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죄, 원망 불평하고 저주한 

죄, 수군수군하고 참소한 죄, 마음에서 나오는 죄 - 성격

으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훼방,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교만, 광패

육체에서 나오는 죄 - 대물림으로 오는 것들 (마 15:19; 

막 7:21-22)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함, 이단, 투기, 술 취

5.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 죄

6. 이웃에게 잘못한 죄와 기타



238 │Global Bride Ministries

함, 방탕함.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갈 5:19-

21)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

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

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경건에 이르지 못하여 지은 죄 (롬 1:29-32)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 자긍, 교만, 훼방, 부모를 거역, 

감사치 아니함, 거룩하지 아니함,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 참소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

지 아니함, 배반하여 팜, 조급함, 자고함, 쾌락을 사랑하기

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

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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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 기도와 보혈로 씻는 기도

(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

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았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부부간에도, 형제들에게도, 

자녀들도, 이웃들에게, 교회에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새겨진 (    )죄를 그

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제 마음 판에 새겨진(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등, 허리의 피로, 머

리, 양 손목, 양 발목, 심장의 피로 씻어주세요.)

(    )죄가 3, 4대 조상으로부터 내려와 

저와 배우자를 통해 자녀들에게 내려가서 악한 열매들이 

나온 것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에게 내려간 (      )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악한 것들 다시는 들

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인을 쳐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

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채워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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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늘 하나님께 가까

이 나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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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日本)을 위한 기도

▷ 주님, 일본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 이 땅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일본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 순종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기다리셨던 

    주님(롬 10:21),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주님,

    이 일본땅을 고쳐주옵소서

▷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가득찬 이 땅에 빛 되신 주님께

    서 친히 역사하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순종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 이 민족을 위해 애통해 하며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주님을 멸시하며 교만에 사로 잡혀 있는 일본 

    위정자들을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주십시오.

▷ 크리스챤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사

    그들로 인해 주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 크리스챤 위정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의 영과 주님을 대적하는 

    영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 거짓의 영과 음란의 영으로 가려진 눈을 주님이여 

    뜨게 하옵소서

▷ 온갖 풍습과 인습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을 주여 물리쳐 주소서

▷ 신도(神道)는 문화이며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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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을 얽어매고 있는 거짓의 영을 주여 물리쳐 주소서

▷ 일본인이 참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일본 목회자들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일본에 있는 크리스챤들이 혹시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붙혀질 만큼 어렵다는 

    이 일본으로, 전 세계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일본 문화

    를 잘 이해하면서,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며 생명의 복

    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그 무엇보다 일본 자(自)국민 중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헌신자를 세워주옵소서

▷ 일본 황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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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청소년을 위한 기도

(1) 어린이를 위한 기도

●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게 하옵소서 (눅2:52)

●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되

    게 하소서

● 사무엘처럼 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소서

●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하

    게 하소서 

● 육신의 부모에게 늘 기쁨과 수고의 보람이 있게 하소서

● 모세처럼 아름다운 아이로 양육 받고 자라게 하소서

●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 받게 하소서 

(2) 청년을 위한기도

●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신앙의 결단이 

    분명하게 하소서 

● 영적으로 건강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 기도하며 준비하는 청년이 되게 하소서 

●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 모세처럼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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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게 하소서

●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잠언3:5) 

● 마음을 굳게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게 하소서 

●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아버지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눅15:17-20)

●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이것을 지키는 자녀들 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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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을 위한 기도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 자녀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악한 꾀를 따라

    가지 않게 하시고, 죄를 도모하는 이들과 동행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1:1)

●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게 하소서 

    (잠언3:1)

● 생명과 같은 말씀의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말게 

    하소서 (잠언4:13)

●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됨을 알게 

    하소서 (시편119:105)

● 나실인처럼 정결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갖고 성장하게 하소서

● 다윗처럼 용기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 주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엡6:1-2)

●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근심이 되지 않게 하소서 

●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소서 (딤전1:5)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유행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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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로서 해야 할 기도

● 내게 허락하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선물임을 

    알게 하소서.

● 청지기사명을 다하여 복된자녀로 양육하게 하소서

● 자녀는 장사가 쏘는 화살과 같아서 어느 방향으로 키우

    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는 것을

    알게 하소서

●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신뢰받는 신앙의 인격 

    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잠언22:6)

● 모세처럼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게 하소서

● 부모로써 믿음 생활에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소서

●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게 하소서

● 정도가 넘치는 엄격한 훈련, 비합리적인 요구, 권위  

    의 남용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 자녀의 관점에서도 생각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하소서 (엡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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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다섯가지 자세

(1) 깨어 기도하라!

●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진심으로 간절하

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이 내게 이루어져 영광중에 오시는 주님 앞에 꼭 서게 해

주시옵소서.

● 기도의 맛을 행복을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 기도를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능

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 기도할 때 마다 능력과 사랑과 영광의 기름을 부어주

시옵소서.

● 이 시대 십자가 용사로서 더욱 세워주시고 마귀의 견고

한 진을 파하며 포로된 자를 구조하는데 크게 쓰임받도록 

더 중보의 기름을 영적인 권세를 권능을 주시고 악한 영의 

궤계를 아는 영감을 더하소서.

● 중보사명 잘 감당하게 아버지의 마음과 중보의 영을 더

욱 부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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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님오심을 사모하라!

(3) 천국에 소망을 두라!

● 예수님을 매일매일 날마다 더 사모하며 기다리며 설레

이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

서.

● 주님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기대하며 기

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우

리를 영광중에 불러 주시옵소서.

●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 이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을 더 알려주시고 이 천국을 매

일 더 사모하며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

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천국의 영광을 위해 매일 더 달려

가게 해 주시옵소서.

●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욱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 매일매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소망으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며 기쁨으로 승리하

게 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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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상을 사랑치 말라!

(5)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라!

● 온전히 세상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 세상 것은 날 죽이는 것이고 행복을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마귀의 미끼이고 나를 죽이는 독이니 내가 이것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

고 더욱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시켜 주시옵소서.

●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받지 않게 해주시고 시

험에 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 더욱 천국에 소망을 두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  저도 이 은혜를 기름부음을 꼭 받아 예수님과 더 친밀

해지기 원합니다.

●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아름답게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 예수님안에 있는 행복을 천국의 맛을 영광의 맛을 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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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 살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더 큰 

기름부음을 주시옵소서.

●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꼭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여 영

광중에 오실 예수님을 넉넉히 뵈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

옵소서.

● 기도 때 마다 찬양 때 마다 말씀 때 마다 모든 삶에서 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더 영광으로 영광에 이

르게 해 주시옵소서.

●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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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저희 교회의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

기를 원하시면 아래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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