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12 월의 초대
주제: 프랑스 파리
2016 년 12 월 8 일
전 세계의 와이웨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Paris, The City of Lights
파리는 ‘빛의 도시’ 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파리는 가스등을 사용한 최초의 도시 중 하나였고,
특히 1860 년대에는 56,000 개의 가스등이 파리 거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파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빛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YWAM 도시 사역의 사역자, 팀
수보보다(Tim Svoboda)는 어둠의 요새로 상위 5 대 “슈퍼 대도시” 목록에 파리(이 외 콜카타,
모스크바, 평양, 도쿄)를 포함시켰습니다.
최근 테러의 위협과 공격, 금융의 위기와 난민의 위기와 같은 어려운 사건들이 파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사건들이 파리의 고무적인 변화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YWAM
Paris 리더 중 한 분인 캐리 웹(Carrie Webb)은 이 상황에 대해 “이는 파리의 영적인 분위기의
확실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극도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땅에 틈이 생기고, 그 땅에 경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리(Carrie)는 또 이 땅에 틈이 생기게 하는 데에 과거와
현재의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달, 파리의 놀라운 전환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5

기도를 위해 준비하기:
• 파리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태도가 변화한 것에 대해 좀 더 이해를 얻기 위해
파리 YWAM Paris 여름 사역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세요:
https://spark.adobe.com/page/EUAD3l5MwzB8W/

•

여러 자료들의 통계 수치를 이용해서 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머리에 그려보세요.
(출처: New York Times, Wikipedia, YWAM Archives, Operation World)
o

1,20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리와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리는 서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o

파리는 유럽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의 약 20%는
프랑스 국외에서 태어났으며, 20 대 미만의 인구 중 41.3%가 적어도 한 명의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습니다.

o

2016 년 11 월, 현재 파리의 한 지역에 만해도 3,000 명이 난민 거주하고 있고,
그것 외에도 매일 100 명의 이민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o

종교 상황:
§

무신론자와 비 종교인의 높은 인구 비율

§

170 만 명의 무슬림, 즉 전체 인구의 10~15%

§

320,000 명의 유대인, 즉 전체 인구의 3% 미만

§

가톨릭 인구의 감소

§

전체 인구의 2% 미만의 기독교

YWAM Paris DTS Students at the Louvre (from YWAM Paris, Instagram)

기도하기:

난민을 위해
• 파리에 살고 있는 난민들의 안전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경찰과 다른 노동자들이 난민들과 함께 일할 때,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파리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정부가

이민자들을 돌볼 때 지혜와 관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아프리카 이민자들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프랑스의 복음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테러
• 작년 파리 폭탄 테러(2015 년 11 월)와 이번 여름 니스(Nice)에서 일어난 테러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파리에서는 바타클란 Bataclan
극장에서 사망한 89 명을 포함해, 130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 368 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80 명은 중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파리 전체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
치유되도록, 또한 그들이 영원의 것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파리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 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점술/점성술 (Occult)
• 오컬트를 대적해서 기도해주십시오. 파리에 오컬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님과 선교사님 보다 10 배나 더 많이 있습니다.
• 파리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하나 됨을 통해 어둠이 부인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파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고, 그들이 오컬트의 어둠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영적인 돌파구
• 영적인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세상이 흔들릴 때, 프랑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운동의 새로운 물결이 파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가정의
가장과 독신자, 노인, 학생, 무슬림,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교회가 프랑스 사람들을 “돌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기독교 신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행정 구역 또는 20 개 군(郡)의 모든 곳에서
교회의 지속적인 증가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 파리에서 현재 죽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깨어난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교회 교단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북아프리카 이슬람교도들과 그들 가운데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무슬림에
비해 선교사님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 하나님께서 프랑스에 선교 일꾼 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파리에 영적인 환경을 만들고
또 도전하기 위해, 이런 선교 일꾼 들를 준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역이 일어 나록
기도해주세요.
• 난민, 테러 공격, 노숙자 또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감을 도시에 나타낼 수
있도록 파리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습니다.

파리 YWAM Paris
• 학생들과 스텝에게 알맞은 집이 마련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스텝과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강의실, 주방 및 생활 구역 등을 가진 주 건물이 마련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 YWAM Paris 사역자와 학생들의 비자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YWAM 이 파리에서 난민과 관련하여 더 많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전략적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파리에 있는 더 많은 조직, 교회들과 YWAM 이 동역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YWAM 의 역량이 더 확장되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리 안에 있는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파리의 자원을 훈련할 수 있도록,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파리에 있는 다양한 민족의 그룹들, 그들의 필요, 기회에 반응하는 혁신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실천하기:
•

파리 YWAM 연락하기:
o

Email jemparis19@gmail.com

o

방문 www.ywamparis.com

o

파리 YWAM 블로그의 글 읽어 보기 https://ywamparis.wordpress.com

o

파리 YWAM 팔로우하기: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ywamparis/

§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ywamparis/

o

파리로 전도여행 팀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 기도해보세요 (만일 파리 YWAM 이
DTS 를 인도하고 있지 않다면 사역 집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teams.jemparis19@gmail.com

•

기도 여행으로 파리를 방문하세요.

•

지난 11 월 파리 테러에 대한 두 응답을 읽어보기:
o

여전히 유럽에 소망이 있는가? (Still Hope for Europe?) By Jeff Fountain
: http://weeklyword.eu/en/still-hope-for-europe/

o

파리 YWAM 의 응답: https://ywamparis.wordpress.com/2015/11/15/thelight-shines-in-the-darkness-and-the-darkness-has-not-overcome-itprayforparis-an-update-from-ywam-paris/

•

페이스북 facebook.com/youthwithamission 에 기도한 내용에 대해 사진과 글을 올리기.

•

트위터에 가서#praywithywam 를 검색, 기도한 것과 사진을 게시해 트윗하기.

•

기도한 내용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prayer@ywam.org 에 이메일하여 함께 나누기.

우리가 기도했던 주제

2016 년 11 월  사회 영역
•

YWAM Madison 은 사회 영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특별히 교육의
영역에 교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

YWAM Kona 학생들은 수업 중 시간을 들여 기도실에 가서, 예수님이 모든 분야를 통해
열방에 알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2016 7 월  난민
•

YWAM Hong Kong 은 대형 지도를 바닥에 깔고 난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16 2 월  정부
•

YWAM Hong Kong 과 YWAM Paris 정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제:
2017 년 1 월 12 일 하나됨  교량을 세우다

The Invitation 초대를 놓치지 마십시오:
•

기도 업데이트를 신청하세요. ywam.org 에 가셔서, 홈페이지에 있는“Stay Connected
계속 연락하기”라고 쓰인 박스를 찾으신 후,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고 “Sign Up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

자신의 언어로 기도 업데이트를 다운받으세요. ywam.org/theinvitation 으로 가시면
됩니다. (현재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언어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지에 대해 나누는 대화에 참여해주세요.
둘째 주 목요일, facebook.com/youthwithamission 의 게시물에, 또는 Twitter 의
@ywam, 해쉬태그 #praywithywam 에 코멘트를 남겨 주세요.

•

YWAM 의 기도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나 말씀이 있다고 느끼시면,
prayer@ywam.org 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번역: 김다은 Daeun Kim (with Communication Team, YWAM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