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0 창에 속한  비기독교 국가 선교를 위한  

                 2010년 연합기도회 안내     
 

10/40 창은 위도 10에서 40도 지역에 위치한 지역을 일컬으며 북부 아프리카, 중동 

및 아시아의 국가들이 속해있습니다.  지구 인구의 약 65% 가 이곳에 거주하며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가 주 종교입니다.  특히 세계 인구의23%에 달하는15억7천만 

명의 모슬렘 인구의 80% 이상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에 기독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있으며 성령의 늦은 비 역사를 위해 반드시 현대 

진리의 씨앗이 뿌려져야 할 곳입니다.  

 

 2010년 중동부 및 서부 야영회 기간에 시작되어 올해 말까지 북미주와 해외에서 

진행될 10 / 40 창에 속한  비기독교 국가들의 복음화를 위한  범지역적 

연합기도회 참여를 호소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 줄 거룩한 정열을 위해 기도한 제자들 (행 1:14-15;행적 37) 

처럼 이 지역에서 현대 복음이 전해질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합된 마음과 기도가 10/40 창에 속한 나라들의 복음화를 가능케 하며  

나아가 성도들의 기도생활 실천과 영적 각성으로 이어지게 할 것을 기원합니다. 

 

 

                             2010년 중동부 / 서부 연합 야영회 /                                                                        

                                 미서부 기도회 / 기도인연합 

UNITED PRAYER 
2010 
 

Prayer for the evangelization of 
Non-Christian Nations in the 10/40 Window 
 
7/25/2010—12/31/2010 

Regional Contact: 
   Carole Bliss   630-969-3211 United States, Mid-East Coast 
   Michael Roland   818-389-7893     United States, West Coast 
   Sohn Kyung Sang   82-33-763-1054  Korea 
   Sung Seon Jae   81-3-3607-3214  Japan 
 

General inquires: 
   Prayer Coalition   619-758-4006     info@prayercoalition.com 

“When two of you get together  
on anything at all on earth  

and make a prayer of it,  
my Father in heaven goes into action.  

And when two or three of you  
are together because of me,  

you can be sure that I’ll be there.” 
(Matthew 18:19, 20 - The Message) 

 
The promise is made on condition that the united prayers of the church are offered, 
and in answer to these prayers there may be expected a power greater than that which 
comes in answer to private prayer.  
 
The power given will be proportionate  to the unity of the members and their love for 
God and for one another.   ~9 Manuscript Releases, 303 

Those who contemplate Matthew 24 and long for the Second Coming of Christ are 
perplexed to find that there are countless people on earth who have never heard the 
gospel. There are many who will be part of the remnant in the last days who have 
not—yet—been exposed to the love and sacrifice of Jesus; they must be reached 
before our Lord can come to take us all home. There is a dire need for the Good 
News of Jesus to be spread throughout the countries in the 10/40 Window. 
However, it is hard to spread the gospel in these regions. How can the gospel be 
spread in countries where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restrictions are more severe 
than any other countries?  
 
UNITED PRAYER IN CHRIST! 
 
We have an exemplary example in the disciples’ prayer activities in Acts 1:13-14. 
The seemingly impossible missionary work in the 10/40 region will be completed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Our spiritual revival from the Holy Spirit will come 
through our prayers (Luke 11:13). 

And when they had entered,  
they went up into the upper room where they were staying....  
These all continued with one accord in prayer and supplication… 
 

~Acts 1:13-14 



 

 

10/40 창에 속한 국가들 (부분) * 

* data from http://www.joshuaproject.net/countries.php 

Country Population % Christian **  Primary Religion 

 Afghanistan 29,053,000 0.1  Islam 

 Algeria 35,379,000 0.4  Islam 

 Bahrain 803,000 9.9  Islam 

 Bangladesh 155,364,000 0.4  Islam 

 Benin 9,108,000 34.8  Christianity 

 Bhutan 703,000 0.6  Buddhism 

 Burkina Faso 16,233,000 19  Christianity  

 Cambodia 15,050,000 1.3  Buddhism 

 Chad 11,193,000 26.1  Islam 

 China 1,298,257,000 7.3  Ethnic Religions 

 China, Macau 547,000 9.3  Ethnic Religions 

 Cyprus 854,000 74.1  Christianity 

 Djibouti 860,000 4.7  Islam 

 Egypt 83,352,000 13  Islam 

Country Population % Christian **  Primary Religion 

 Ethiopia 83,638,000 65  Christianity 

 Gambia 1,699,000 4.1  Islam 

 Eritrea 5,161,000 47.4  Islam 

 Guinea 10,027,000 4.7  Islam 

 Guinea-Bissau 1,625,000 14.3  Islam 

 India 1,125,606,000 2.3  Hinduism 

 Iran 72,955,000 0.6  Islam 

 Iraq 31,371,000 1.6  Islam 

 Israel 7,208,000 2.3  Ethnic Religions 

 Japan 126,890,000 1.6  Buddhism 

 Korea, North 23,981,000 1.7  Non-Religious 

 Korea, South 48,133,000 31.7  Christianity 

 Jordan 6,446,000 2.8  Islam 

 Kuwait 3,030,000 8.2  Islam 

 Laos 6,328,000 1.9  Buddhism 

 Lebanon 4,227,000 31.9  Islam 

 Libya 6,370,000 2.5  Islam 

 Mali 13,283,000 1.8  Islam 

 Mauritania 3,343,000 0.2  Islam 

 Morocco 32,195,000 0.1  Islam 

 Myanmar (Burma) 50,142,000 9.2  Buddhism 

 Nepal 29,547,000 0.8  Hinduism 

 Niger 15,854,000 0.4  Islam 

 Oman 2,882,000 2.5  Islam 

 Pakistan 182,832,000 0.8  Islam 

 Qatar 1,492,000 10.5  Islam 

 Saudi Arabia 26,129,000 4.5  Islam 

 Senegal 12,690,000 4.8  Islam 

 Sudan 41,813,000 23.2  Islam 

 Syria 22,277,000 4.9  Islam 

 Taiwan 22,967,000 6.1  Ethnic Religions 

 Tajikistan 7,005,000 1.4  Islam 

 Thailand 67,779,000 1.6  Buddhism 

 Tunisia 10,310,000 0.2  Islam 

 Turkey 74,555,000 0.3  Islam 

 Turkmenistan 5,145,000 2.7  Islam 

 United Arab Emirates 4,648,000 9.3  Islam 

 Vietnam 88,501,000 8.2  Buddhism 

 Western Sahara 527,000 0.1  Islam 

 Yemen 24,192,000 0.1  Islam 

**  This is the broadest possible classification of Christian and includes the six 
ecclesiological types of Christians: Protestant, Roman Catholic, Other Catholic, Orthodox, 
Foreign marginal, Indigenous marginal.  
 

*This list includes only those countries where Christianity is less than 75%. 

 연합기도회 제목 

 

 1. 북한의 복음화 – 먼저 이 지역에서 가장 기별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인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2.  동남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선교– 이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교 노력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 불교 힌두교 회교 문화가 

만연한 이 광범위한 지역에  조만간 복음의 씨앗이 풍족히 뿌려질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합니다. 

연합기도회 의의 및 목적 

 

 재림전 선교지역에 있어야 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범교회적 행동 

 시대의 현안에 대한 자각, 성서적 문제해결의 의지 및 단결    

 영적세계에 단체적 신앙의지 표명    

  

기도회 기간  

 

                                    2010년 7월 25일 – 12월 31일 

 

  연합기도회 참여   

 

이번 범지역적 연합기도회 취지설명과 함께 북한을 포함한 10/40 창의 복음이 들어

가지 못한 지역을 위해 교회 일정에 따라 금요일 저녁 또는 안식일에 기도회 순서로 

진행합니다. 또한 각 구역반에서 또는 개인으로 이 지역에 속한 각 국가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함으로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연합기도 2010 참고 자료: http://www.prayercoalition.com/zbxe/1549 

http://www.prayercoalition.com/zbxe/1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