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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인 연합  8 월 정기 모임 

일시:   2010 년 8 월 22 일 (넷째 일요일)  오후 3 시  (PST)1 

순서:   3:00-3:50 PM:   기도인연합 활동보고 및 연합기도   

 

참가 방법:   

 

이 기도회는 컨퍼런스 콜 (TELECONFERENCE)로 진행 되므로 시작 시간 

10 분전후로 전화가 걸려올때 바로 응답하신후 모든 참여자들의 전화선이 

연결될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인연합 결성 3 주년이 되는 주 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10/40 창 에 속한 

비기독교 국가들의 복음화를 위해 범지역적인 연합기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대에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겸허함으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LORD BE WITH US)     

연합기도  순서   

첫기도  ……………………………………………………  이학봉 (빛고을교회)  

기도인연합 회원 / 활동보고  ……………………………  기도인연합 회원들 

• 기도응답 감사와 연합기도 실행 발표 

• 연합기도운동 확산 현황 보고 

  

연합기도 ………………………………………………………… 연합기도자들    

1.  (1) 기도의 정신이 각 교회에 확산되도록 (2) 연합기도운동의 영어권 및 

타민족 교회 확산을 위하여 

 

                                                      

1  PST (Pacific Standard Time) 미서부 시간으로 오후 3 시이므로 각 지역시간  
확인 바랍니다.  중부: 오후 5 시 /동부: 저녁 6 시 /한국 및 일본: 23 일 오전 7 시   

2. (1) 북한에 복음화의 문호가 열리도록 (2) 10/40 창에 속한 비기독교 

국가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 아래 국가 참고 (전체인구/% 기독교인) 

 

북한   (23,981,000 / 1.7) 

아프가니스탄    (29,053,000 / 0.1) 

알제리아 (35,379,000 / 0.4) 

부탄   (703,000 / 0.6)   

캄보디아  (15,050,000 / 0.6) 

중국  (1,298,257,000 / 7.3) 

인도   (1,125,606,000 / 2.3) 

이란   (72,955,000 / 0.6) 

이라크   (31,371,000 / 1.6)  

파키스탄   (182,832,000 / 0.8) 

 

광고  ……………………………………………………………………………        

끝기도 ………………………………………………… 홍명관 (전 한국연합회) 

  

*  제안된대로 기도(대표)자들은  다른 참여자들을 위해 “어느 교회 누구 

입니다”라고 소개한후 기도하도록 합니다 

*  전체 참여자들을 위해 / 정시전 시작되는 기도회시간 기억하어 미리 

준비하시고 / 주위 잡음이 있을때 전화기의 Mute 버튼을 사용하며 /스피커 

폰 사용시 마이크에 최대한 가까이 하여 기도합니다/기도회 도중 혹 연결이 

중단될 경우 바로 수회기를 놓고 다시 연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모든 연합기도제목들은 또한 홀로 개인기도 하실때 기도 제목에 포함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 참여 하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정규 참여자가 아닌 경우 참여 여부를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41-485-8290/ 213-880-0308/ 740-816-3832 

e-mail: info@prayercoalition.com  

  

   

http://www.prayercoalition.com • TEL:619 - 758 - 4006 •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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