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1 월 27 일 – 2 월 10 일 

1 일자 일본의 불교신자들  시  1:3 

성령님이 영적인 갈망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하자.  

2 일자 
부탄, 네팔, 북인도의 

불교신자들 
골  1:13-14 

히말라야에 거주하는 불교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꿈과 

소망을 주시길 기도하자. 그 곳에 있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인 복음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길 기도하자.   

3 일자 태국의 불교신자들 시  106:3 

태국 토속 불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요청하자. 

태국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살아있는 교회를 일으켜 주시길 기도하자. 

4 일자 티벳의 불교신자들 요  11:33-35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이 드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창조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5 일자 몽골의 불교신자들 삼상 12:21 

하나님께서 모든 몽고 공동체들과 연결되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길 기도하자. 시골 사람들도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기도하자 

6 일자 
베트남의 킨족 

불교신자들 
전  3:11 

베트남 불교신자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되길 기도하자. 

옥황상제(Ong Troi)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찾는 옥황상제인 것을 깨닫게 되길 강청하자. 

 
 

부활한 우리 주 예수님이 불교권 국가 사람들을  

“일으키시길” 요청드립시다.  

요한복음 11:39-40 

www.buddhistworldprayer.org     ethneprayer@gmail.com     Ethne Prayer Network © 
 
 
 

http://www.buddhistworldprayer.org/
mailto:ethneprayer@gmail.com


7 일자 
캄보디아의 크메르족 

불교신자들 
사  65:1 

예수님의 이름으로 캄보디아 불교신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길 

기도하자. 불교신자들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것을 

깨닫고 가족 전체,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는 

제자가 되길 기도하자. 

8 일자 
태국의 샨족,  

미얀마와 중국 
고전 9:12 

샨족 신자들이 장례를 치르는 등의 행사에서 그들의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체에 예수님을 

바르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자.. 

9 일자 스리랑카의 싱할라족 요  16:33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진리에 대한 깊은 탐구가 일어나고, 

특히 불교 지도자들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자. 

기독교인들이 돈을 주거나 봉사하는 활동에 의존하지 말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요청하자 

10 일자 미얀마의 버마족 요삼  1:4 

많은 버마족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길 기도하자. 

그래서 많은 버마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기도하자. 정말 

극소수의 버마족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 많은 일꾼들을 

일으켜 주셔서 모든 마을에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길 기도하자. 

11 일자 서양의 불교신자들 골  2:8 

살아계신 하나님이 서구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불교는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자. 서구 기독교인들이 그들 주변에 있는 

불교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류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자비, 진실을 보여주길 기도하자 

12 일자  
인도의 나바야나 

불교신자들 
엡  1:7-8 

힌두교 신자였다가 불교 신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릿(불가촉천민) 계급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존엄과 희망을 주는 예수님께 

이끌리기를 기도하자 

13 일자 
세계에 퍼져 있는 

아시아 불교신자들 
레  19:34 

서구 기독교인들이 그들 중에 있는 불교신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길 기도하자.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는 이 불교신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길 

기도하자. 

14 일자 
추수를 위해 주님께 

기도합시다 
눅  10:1-2 

불교세계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유명한 전도자나 소책자 

등을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가족들 혹은 이웃들에게 나누길 기도하자.  이러한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길 

강청하자. 

15 일자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마  19:26; 롬  4:17 

불교권 국가의 사람들을 흔드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길 

기도하자.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기도하자. 하나님과 함께 라면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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