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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에 감
염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의 사역자
들과 성도들을 고쳐주
소서.

2 3 4 5 6 7 8 
어려울 때마다 일어 났
던 영적 부흥 운동이 
이번 어려움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소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
해 전염병 치료를 제때
에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치
료해 주소서.

미전도종족 개척을 위
한 아시아 전략센터 마
련을 위한 지혜와 재정
과 도울 사람들을 연결
시켜 주소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디
지털 도구로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장비
와 시설을 마련해 주소
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평안의 복음이 넓게 확
산되고 열매를 맺게 하
소서.

이 어려운 때에 기독교
인들을 핍박하는 일부 
국가의 지도자 들을 하
나님께서 다스려 주소
서.

교회들이 우리도 어렵
지만 더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 영혼을 품는 결
단과 헌신이 있게 하소
서.

9 10 11 12 13 14 15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
리지 못해도 있는 자리
마다 성령께서 역사하
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소서.

백신을 개발하는 과학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 
서 육체적 생명을 구할 
백신을 속히 개발하게 
하소서.

인도의 코로나바이러
스 확진자 숫자가 급증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중단되지 않게 
하소서.

미전도종족을 개척하
기 위해 오지를 찾아가
는 선교사, 사역자들에
게 지혜를 주셔서 선교
의 불씨를 만들게 하소
서.

성경이 없는 미전도 종
족들에게 스토리 성경
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자원을 허락하
소서.

말라리아가 확산되는 
우기철을 맞아 아프리 
카의 교회와 성도들은 
담대히 이웃을 돕고 복
음을 전하게 하소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피
해입은 가정에게 나누
어 준 염소들이 그들의 
생존을 돕는 도구가 되
게 하소서.

16 17 18 19 20 21 22 
선교지의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게 하소서.

모임이 금지된 나라의 
미전도종족 교회들이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지혜롭게 사역하게 하
소서.

현지인 사역자와 선교
지 교회를 디지털로 연
결할 수 있는 사역과 
환경을 만들어 주소서. 

종족별 성경과 사역 자
료들을 작은 오디오 장
비에 넣어 지급하는 계
획을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ALL4UPG를 
미전도종족 개척선교
의 길을 내는 프론티어
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역이 시작되지 않은 
미전도종족마다 빠른 
시일내에 복음을 전하
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
소서.

이슬람권의 선교를 위
한 온라인 전략을 정착
시켜 주시고 도울 일꾼
들을 보내 주소서.

23 24 25 26 27 28 29 
교회의 선교가 전략적 
이고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
용되게 하소서.

현지인 사역자들의 재
정 자립을 위한 프로젝
트가 더 많은 지역에 
정착되게 하소서.

세계적 위기때마다 교
회들이 큰 기여를 했던 
것처럼 이때에도 교회
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의 
교회, 선교사, 사역자 
들의 재정적인 필요들
을 친히 채워 주소서.

미전도종족 개척선교
에 헌신하는 일꾼들을 
더 보내 주셔서 긴급하
게 선교해야 할 영혼들
을 구하게 하소서.

미전도종족을 개척하
기 위해 현지인 교회, 
선교사, 선교단체등이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
게 하소서.

성도들이 수입의 일부
를 선교에 후원할 수 
있도록 선교적 동기부
여를 시켜 주소서.

30 31 

미전도종족을 대상으
로 사역하는 현지인 사
역자들을 위한 이동신
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미전도종족 개척선교
에 집중하는 ALL4UPG 
사역을 부흥시켜 주시
고 더 많이 쓰임받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