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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DAY! MAYDAY! 

긴급 기도 요청  

Day 2 

 

 

*Mayday 란?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는 조난신호를 뜻하는 말입니다.(도와주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1 

 

엘 엘리온 (EL ELYON):  가장 높으신 하나님 

…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2 

 

가장 높으시고 고귀한 축복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악이 떨며, 땅이 진동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흐르는 물소리 

같습니다. 3 소동하는 모든 목소리들을 잠잠케 하며 흘려 보내는 물소리입니다.  

                                                        
1 요 17:11 

2 창 14:20 

3 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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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당신 위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권한은 영원히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뜻하시는 바를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말씀은 바로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하늘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4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강하신 주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5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세상의 그 누구도 주님 앞에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대와 지난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모두 주님의 눈 앞에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6 

 

주님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잃지 않으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 주님은 그 곳에 

계십니다. 지극히 높은 천국이나 가장 낮은 지옥에서도 주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7 

어떤 불경한 말이나 외설 그리고 신성모독도 언젠가는 왕 중의 왕, 만군의 주이신 

당신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8 

                                                        
4 시 119:89 

5 계 11:16-17 

6 시 139:1-6 

7 시 13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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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영원히 변함없이 강하시고 

온전히 진실하시며 

언제나 변함 없으시고 

끝없이 은혜로우시며 

장엄하고 강하십니다. 

당신은 공평하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____________ (하)신 당신을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 중 1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주일도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9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지도자들 위에 계신 가장 높으신 엘 엘리온 (El Elyon)하나님께 우리 나라와 이 세상의 

국가들을 대신하여 호소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멸망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주님께 반항했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보란 듯이 죄를 짓고, 주님의 존재마저 부인했습니다. 우주의 작은 점에 

                                                                                                                                                                                   
8 하 2:14 

9 롬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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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먼지 같은 존재인 저희가, 먼지처럼 작은 주먹을 주님의 얼굴 앞에 흔들어 

댑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망각 속으로 튕겨버리신다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께로 돌아섭니다… 

 

전쟁의 소문이 지구를 돌고 돌아 핵의 메아리로 돌아올 때 

무법 천지의 악한 독재자들의 위협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나라들이 서로 싸우며 무정부 상태가 올 때 

검정 복면을 쓴 무자비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도시와 마을을 휩쓸며 이념이 다른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참수하고 십자가에 매달며, 총살, 화형, 강간하는 이 때 

급진파들이 가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며 그들의 종교를 강제 수립하려 할 때 

조약이 지켜지지 않아 동맹 관계가 깨어지고 오랜 기간 쌓은 우정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때 

부유한 강대국들이 국경을 무시하고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침략할 때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버려져 국가에서 고립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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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할)때 당신께로 돌아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종의 모습을 취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시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언젠가 모든 입들이 고백하며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0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권세를 그 발아래 두신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11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_____________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0 빌 2:6-11 

11 엡 1:19,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