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기도캠페인
SUN MON TUE WED THU FRI SAT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1 일본 선교

고동욱 장로(고사라 집
사)의 일본어 실력이
향상되고 영과 육이 강
건하게 하소서

2 일본 선교

고동욱 장로(고사라 집
사)의 노아 인터내셔널
학교 사역과 젊은이 멘
토십 사역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일본 선교

고동욱 장로(고사라 집
사)가 협력하는 선교사
들의 정서적, 영적, 관
계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4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
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더욱 견실해 지
게 하소서

5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
라 진리 가운데 예배하
는 예배자가 우리 가정
이 되게 하소서

6 미 국방부

김찰스(에스더) 공군 군
목이 바쁜 일정 중에
중심을 잡고 섬김의 마
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7 미 국방부

김찰스(에스더) 공군 군
목이 섬기는 모습에서
항상 낮은 자리에 계셨
던 주님의 향기가 나타
나도록 하소서

8 미 국방부

김찰스(에스더) 공군 군
목이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
을 구하고 감사케 하소
서

9
환우들을 온전히 회복
시켜 주시고, 우리교회
가 위드 코로나로 지혜
롭게 나아가게 하소서

10
형편과 마음 속의 어려
움을 재해석하는 신자
가 되어, 힘겨운 시간을
통해 영적 교훈을 받는
통찰력을 주소서

11
한 해를 회상하며 내
생각과 계획에 따랐는
지 회개케 하소서

12
절대 감사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 받
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3
가정과 직장을 붙잡아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신뢰케 하소서

14
가정 안에서 세워주는
사랑, 기다려 주는 인내
, 주장하려 하지 않는
배려가 길러지게 하소
서

15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자와 주님으로 믿고, 믿
음의 열매가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소서

16
그리스도를 모르고 거
부하는 이들, 주님으로
부터 멀어진 채 다른
대상을 찾고 의지하는
이들이 그리스도께 나
아오게 하소서

17
나와 자녀들이 어느 곳
에 있든 예수님의 제자
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
고 당당하지만 겸손한
생활을 하게 하소서

18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
을 기억하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
게 하소서

19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용
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20
‘잘 믿는 신자인가‘ ‘누
구를 믿는 신자인가＇
를 자문하며, 믿음이 우
리 생활의 본질임을 깨
닫게 하소서

21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
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하소서

22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
임을 알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신으
로 위기와 일탈의 순간
을 이기게 하소서.

23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을 올려드리는 성탄절
되게 하소서

24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 사건이 나
의 영적 사건이 되게
하소서

25 성탄절 예배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 임하여 만난 것처럼, 
나도 주님의 임재를 간
절히 기다리게 하소서

26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
은 열망을 회복시켜 주
시고, 하나님께 헌신하
는 이에게 베푸시는 ‘더
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
다리게 하소서

27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의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 말씀으로 주
시는 비전과 용기로 나
를 회복시켜 주소서

28
신자라는 영광스런 직
분을 받은 우리가 가정
과 교회를 세우고, 이웃
과 사회를 치유하는 빛
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29
‘다음 세대를 훈련하라! 
교회를 세우라!’ 부르신
거룩한 소명을 내게도
주소서

30
한 해 주님이 주신 은
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내년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게 하소서

31 송구영신 예배, 주의 만찬(성찬식)

무너진 성벽을 보고 가슴을 쳤던 느헤미아의 심정
을 내게도 주셔서, 가정을 파괴하려는 불신앙의
가치관으로부터 지켜낼 영적, 정서적 성벽을 다시
쌓게 하소서. 우리교회 회중이 영적 그릿(열정)으
로 하나되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소서.

기도 캘린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가족들이 식사 기도, 또는 정한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권합니다.



31 Days Pray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Rebuild the destroyed walls”

1 Japan Mission
Pray for elder Andrew Ko (

Deaconess Sarah) to improv

e the Japanese skills and to be 

strong in spirit and body

2 Japan Mission

Please anoint elder Andrew 

Ko (Deaconess Sarah) for 

the ministry of Noah 

International School and the 

ministry of youth 

mentorship.

3 Japan Mission

Pray for the emotional, 
spiritual, and relational r
ecovery of the missiona
ries that elder Andrew 
Ko (Deaconess Sarah) c
ooperates with.

4
Look to the Lord who i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so that our faith may 

become stronger.

5
Let the worshipers who 

worship in truth be led by 

the Holy Spirit into our 

home.

6 Pentagon

May Charles Kim (Esther) 

chaplain stay centered during 

his busy schedule and do not 

lose his heart of service.

7 Pentagon

May the fragrance of the 

Lord, who has always been 

in a low position, appear in 

the way that Charles Kim 

(Esther) chaplain serves.

8 Pentagon

May Charles Kim (Esther) 

ask for the Lord's will and 

give thanks in the course of

the in vitro baby procedure.

9
Please restore the patients 

completely, and let our 

church advance wisely with 

Corona.

10
Be a believer who 

reinterprets circumstances 

and difficulties in our hearts, 

giving us the insight to 

receive spiritual lessons 

through difficult times.

11
Recall the year and make me 

repent if I followed my 

thoughts and plans.

12
Letmecome before the 

Lord with absolute gratitude, 

and let me become a 

worshiper that pleases God.

13
When we think of the God 

who held our home and our 

workplace, give us more 

trust in the faithful Lord.

14
Pray that the love that builds 

up in the family, the patience 

to wait, the consideration not 

to insist on, be nurtured.

15
Pray that children will 

personally believe in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and 

Lord, and that the fruits of 

their faith will appear in their 

lives.

16
May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and reject Him, 

those who turn away from 

Him, seek and depend on 

other objects, may come to 

Christ.

17
Pray that wherever children 

are, they will not forget their 

identity as disciples of Jesus 

and lead a proud but humble 

life.

18
Remember that you are my 

shepherd, and do not let fear 

and anxieties grip you.

19
Pray for personal encounters 

with God through worship a

nd forgiveness and restoratio

n.

20
Ask yourself ‘Am I a true 

believer?’ and ‘Who do I 

believe in?’ and help us 

realize that faith is the 

essence of our life.

21
Even if people plan, let th
em believe that God is th
e One who accomplishes 
His will and trust in Him 
faithfully.

22
Know that the fear of God is 

a blessing, and help me 

overcome the moments of 

crisis and deviation with the 

spirit of ‘Koram Deo’ 

(before God).

23
May it be a Christmas that 

rejoices in the Lord who has 

come to this earth and gives 

glory to Him.

24
May the incarnation of God 

become a man become my 

spiritual event.

25 ChristmasService

Just as God's grace came and 

met those who waited for 

Jesus, make me eagerly await 

your presence.

26
Please restore the desire to 

be discovered by God, and

let us wait for the 'more 

grace' given to those who 

dedicate themselves to God.

27
Restore me with the vision 

and courage the Lord gives 

me through His Word to 

rebuild the walls of faith for 

current generation and the 

next generation.

28
Pray that we, who have 

received the glorious office 

of believers, build homes 

and churches, and become 

light and salt to heal our 

neighbors and society.

29
‘Train the next generation!’ 

‘Build the church!’ Give me 

also the holy calling. 

30
Please give thanks for the 

grace and blessings the Lord 

has given us this year, and let 

us look forward to the next 

year with eyes of faith.

31Candle LightNight*Lord’s supper

Please give us Nehemiah’s heart, who struck his heart when he 

saw the broken wall, so that we can rebuild the spiritual and 

emotional walls that will protect us from the values of unbelief 

that try to destroy the family. Pray that the congregation of our 

church may be united with spiritual grit (passion) and become 

holy through the Word and prayer.

Recommendation. You can put this prayer calendar in a prominent place and pray with your family at a meal or at a set 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