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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위기를  맞고 있는 선
교지의  교회와  현지인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
을 주소서.

신앙과  복음을  방해하
는 세상의  악한 무리
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소
서.

교회마다 , 성도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소
서.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미전
도종족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10월 21일부터  시작하
는 라오스  현지인  사
역자 온라인  훈련을  
성령충만하게  인도해  
주소서.

6 7 8 9 10 11 12 
변화된  환경에  맞는 
선교 전략으로  복음전
하고 교회를  개척하도
록 지혜를  주소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어
려운 상황에서도  사역
지를 떠나지  않고 위
기를 넘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경제와  사회가  어려울
지라도  복음의  문은 
더 활짝 열려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소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를 빌미삼아  선교를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
하는 국가 지도자들을  
다스려  주소서.

성도들은  어려운  이웃
을 돕는 선한 사마리
아인이  되어 복음의  
문을 여는 사명을  감
당하게  하소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
우고 훈련하고  코치할  
지역 전략본부를  마련
해 주소서.

미전도종족  개척선교
를 계속 감당할  수 있
도록 선교 재정이  채
워지게  하소서.

13 14 15 16 17 18 19 
영적으로 ,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
의 개척교회  성도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소
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가 속히 종식되어  선
교활동이  다시 활발하
게 시작되게  하소서. 

전세계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 시
대를 이기며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
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자가 급증하는  인도의  
교회들을  보호해  주소
서.

교회당이  없는 아프리
카 미전도종족  개척교
회들에게  예배드릴  공
간을 마련해  주소서.

오지에  사는 미전도종
족 청소년들을  교육하
는 프로그램이  더 많
은 종족들에게  확산되
게 하소서.

ALL4UPG 미전도종족  
개척선교  팀이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아  선
교의 부흥을  이끌게  
하소서.

20 21 22 23 24 25 26 
현지인  교회, 사역자
들을 긴급하게   지원
하는  캠페인에  더 많
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소서.

생존이  불가능하도록  
위기에  처한 미전도종
족 개척 사역자들에게  
위기를  넘어갈  자원을  
보내 주소서.

국가적인  불안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을  안정
시켜 주소서. 

동남아시아  북부 오지 
마을에  사는 미전도종
족을 개척할  수 있도
록 문을 열어 주소서.

오디오  장치에  성경과  
선교 훈련 자료를  입
력하여  배포하는  '디
지털 전략 '을 시작하
도록 지혜를  주소서.

성경이  없는 고립된  
미전도종족을  위해 스
토리텔링  성경을  제작
할 수 있게 하소서.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
만 선교를  위한 재정 
지원은  끊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
혜를 주소서.

27 28 29 30 
온라인  선교훈련에  참
여할 현지인  사역자들
이 안전하게  훈련장소
에 잘 도착하도록  지
켜 주소서.

나라마다  미전도종족  
개척에  집중할  현지인  
리더팀들을  세워 주소
서.

이단과  악한 세력으로
부터 현지인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영적 
공급을  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  주소서.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
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을  더 
많이 세워 주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