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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DAY! MAYDAY! 

긴급 기도 요청  

Day 1 

 

 

*Mayday(도와주세요!) :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는 조난신호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1 

 

 

엘로힘(ELOHIM): 능력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2 

 

 

위대하신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경배합니다. 

태초부터 계셨으며 마지막 날까지 계실 주님,  

지금까지 항상 계셨고 앞으로도 항상 계실 주님,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시며,  

온 세상을 지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창조자 이십니다.3 

                                                        
1 요 17:11 

2 창 1:1 

3 히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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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 나라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밀 때… 

통치자들이 나서서 함께 모여 주님을 대적을 때…4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 한 가운데로 무너지며.. 

물이 소리를 내며 거품을 내고… 

뭇 나라가 소란하며 왕국들이 무너질 때…5  

 

익숙한 모든 것들이 흩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반석, 그 위에 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 당신께로 피하겠습니다.6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영적, 윤리적으로 어두움에 빠져들 때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정치, 사회, 인종, 재정, 환경의 폭풍들이 우리를 에워쌀 때 

주님은 우리의 닻이 되십니다. 

 

테러의 위협과 우리를 멸하려는 적들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나라들이 일어나고 거리에 폭동이 넘쳐날 때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4 시 2 

5 시 46 

6 시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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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잃어버린 자유와 미래,  

잃어버린 가치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도덕적 리더십의 부족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바뀌어 혼란스러울 때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절망과 혼란이 가득한 이 시기에 

우리는 주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전에도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이 기도는 그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께 올려드리는 긴급 구조 요청입니다!  

앞으로 9 일간 다른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매일 1 시간씩 당신의 얼굴을 구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께 달려갑니다. 당신께 매달립니다.  

주님, 당신 안에 숨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긴급한 기도를 듣고 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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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권들과 주권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만물은 그 분 안에 함께 섰습니다. 7  

바로 그 이름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창조자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모든 권세가 그분의 발 아래 있습니다.8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당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9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권위 위에 계신 당신 아들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10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11 

 

_________________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7 골 1:16-17 

8 엡 1:20-23 

9 마 11:28-29; 요 14:13-14 

10 히 10:19 

11 히 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