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년 한길교회 선교사 기도제목 (2 분기) 

 

사랑교구 김문집 장로 

구역장: 송재용 한명호  

김문집 임준성 노희준 

 

우크라이나 

(정한규 선교사) 

 

 

1) 하루 속히 전쟁이 끝나 모든 피난민들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기를  

2)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민간인들의 생명을 폭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길  

3) 오데사 할렐루야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당을 지켜 주시길 

4) 피난 나온 성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주시길 

5) 남은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과 피난 성도들의 예배가 계속 지속되기를 

6) 한국으로 가는 고려인들이 그 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쁨교구 김영남 장로 

구역장: 남상욱 안준  

김영남 윤경표 박희구 
 

 

 

탄자니아 

(문흥환, 

문신덕선교사) 

 

 

 

1) 정부의 비자발급 정책이 정상화되어 선교활동에 지장이 없기를 

2) 마을과 교회에 이단 종파와 이슬람의 유입을 막고 주술사들도 없도록  

3) 마을 주민들과 성도들의 생계를 위한 일자리가 공급되기를 

4) 메세라니 교회 이사야목사님 사모가 지병으로 고통받으매 건강회복을 위해 

5) 본 교회에서 신학교에 파송한 Joshua Saruni 전도사의 영적 무장과 학업을 위해 

6) 선교사들의 건강과 후임 선교사가 속한 시일 내에 부임하시기를 

 

케냐  

(이종도 선교사) 

 

 

1) 브라잇트 엔젤스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크리스천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후 이슬람의 배경을 가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교육을 할 고등학교를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도록  

2) 중학교 분리설립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데 중학교 건물을 위하여, 설계에서 

건축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충성교구 김임동 장로 

구역장: 이상근 김윤혁  

김종화 박미경 김임동 

 

 

 

 

 

 

 

 

 

 

 

 

 

 

 

 

 

 

 

멕시코 오하까  

(이길로 선교사) 

 

 

1) 미헤마을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해 질 수 있도록  

2) 5-6년을 공부하고 올해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루이스, 이뿔리또)  

3) 새로 입학한 학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빅기, 마르꼬, 모이세스, 까를로스)  

4)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멕시코 

오호데아구아  

(힐베르또목사) 

1)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과 복음을 나누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3) 교회의 자녀들과 지역 사회의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 교회가 오호데아구아 사역을 함께 감당하려고 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미국 뉴저지  

(바비고 목사) 

 

1) Keyport and Belmar 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마음을 열어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2) Keyport 교회에 Noah, 그의 아버지 Moses 와 Belmar 교회의 Israel 성도들이 

교회의 리더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3) 함께 일하는 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도록 (Abel, Pillar, Ericka, Fran, 

Alejandro, Juan, Harol, Elitsa, Bryan, Kenny, Matt, and Joel)  

4) 가족 모두가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대학을 가는 Owen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Abigail 이 

고등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유교구 김준영 장로 

구역장: 주재호 김준영  

엄성진 조조앤 박종대 

Z 국 

(김바울 선교사) 

1) 국제무역사 자격증 한국어판 시험교재, "국제무역실무"  1차 번역후 감수를 

직원 최종군 군이 하고 있습니다. 소요 기간이 2 개월(6 월 30 일가지) 정도 

예정합니다.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2) 최종군 군은 2019년 9월 부터 저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실한 

기독교인 제자입니다. 어릴때 아버지와 함께 모터사이클 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쳐서  앉아서 식사하거기도 힘듭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치료를 통하여 건강이 

회복 되도록  

3) 코비드 재난으로 인하여 연길시, 연변자치주, 길림성 그리고 전 중국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 민족 중  조선족 가정 교회는 정부 감독하에서 

어느정도 자유스럽습니다. 하루속히 재난 방역에 효과가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와 

교회 출석이 가능하도록 
 

Z 국 

(이OO 선교사) 

 

1) 소수 민족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2) 서남 신학원과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3) 신앙생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곳에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Z 국 

(김OO 선교사) 

 

1)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음악 지도자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2)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사역자가 양성되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마다 찬양이 풍성해지도록  

3)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맡겨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강교구 노성진 장로 

구역장: 노성진 윤재빈  

박화령 유영옥 정병남  

양노미 

 

네팔 

(홍원오선교사) 

 

 

 

1) 사걸이가 무겁게 짊어진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본인이 소망하는 

신학공부를 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길  

2) 쩐드라의 양육과 동생들 학비를 도울수 있도록  

3) 머히단, 재봉반 자매들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4) 저희에게 맡기신 여성사역을 겸손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며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위해서  

 

캄보디아  

(박상용,이광은   

선교사) 

 

 

 

1) 성령의 충만을 위해 

2) 새로운 디아스포라 신학교(DIASPORA THEOLOGICAL SEMINARY)를 통해서 현지 

지도자를 세우고, 바른 교회가 세워질수 있도록 

3) 디아스포라 신학교의 캄보디아와 미국에 등록을 위해서 

4) 몬돌끼리 목회자 연장 교육을 위해서 

5) 국제대학교 채플을 통해서 캄보디아 대학생들이 주님 앞에 돌아 올 수 있도록 

6) 피아노 교실과 신학교 오피스 구입을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위해서 

 

선함교구 장민호 장로 

구역장: 김영인 장민호  

박창국 장병우 최덕원 

 

태국  

(서문주 선교사) 

 

1) 몇가지 건강 문제가 치료되고 건강한 몸으로 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2) 찌압교수의 진로를 세밀히 인도해 주시고 겸손하게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신 은사를 살려주시고 사역자로서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게 하소서 

3) Journey 16 주 세미나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Leela 대표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각 상담 주제에 합당한 팀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준비되게 하소서 

4)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갈급한 크리스천 리더들이 Journey Seminar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내주소서 

5) 한국에 있는 동안 미술치료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수집하여 태국에서의 

사역을 위해 더 준비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