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밤 10시 합심 중보기도 ( 5/24/20) 
 
(이사야 43:18-20) “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  
 
전능하신 하나님! 
답답하고 어려운 상활 가운데에서도 하루 하루를 새롭게 열어가
게 하시고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포로 생활 70년 이스라엘 백
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옛날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
억하며 의지하라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속에도 길을 내어주시고 강
을 내어 주시어 생수가 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잃
지 않고 인내하며 이기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것 같은 넘쳐나는 미국의 확진자들과 사망자들
을   보며 슬프지만 포기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신
앙으로 인내하도록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최전선에서 매일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 건강을 지켜
주시며 지혜와 힘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지해야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이심을 잊지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무릎끓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
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 전염병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덮으시고 감싸주
실것을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제목   

- 안일한 매일의 삶이 영적 나태함으로 빠지지 않도록 깨워주
시길  원합니다.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와 찬양과 말
씀으로 열어가는 매일의 삶   

- 어린 자녀들 말씀으로 지도하고 양육하는일에 게으르지 않
도록  

- 주일 영상예배 : 전체예배/ EM 과 주일학교 예배/거룩한 주
일성수 지키기/ 말씀선포, 대표기도자, 찬양 섬기는 가정들       

- 온라인 예배를 돕는 손길 수고와 열정 기쁨으로 감당 
- 목회자와 당회/리더십에 있는 모든 제직들/ 목자, 조장 부서
장  더욱더 영적무장

-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는 가정 없도록 도우시며/위로와 회복
- 모든 성도들  전염병으로 부터 보호/함께 예배드리는 날까
지 인내와 소망

-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치유와 회복 평안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