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n 일일일일 Mon 월월월월 Tue 화화화화 Wed 수수수수 Thu 목목목목 Fri 금금금금 Sat 토토토토 
 

이에이에이에이에 그그그그 처녀들이처녀들이처녀들이처녀들이 다다다다 일어나일어나일어나일어나 등을등을등을등을 준비할준비할준비할준비할 쌔쌔쌔쌔 미련한미련한미련한미련한 자들이자들이자들이자들이 슬기슬기슬기슬기 있는있는있는있는 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 이르되이르되이르되이르되   
우리우리우리우리 등불이등불이등불이등불이 꺼져가니꺼져가니꺼져가니꺼져가니 너희너희너희너희 기름을기름을기름을기름을 좀좀좀좀 나눠나눠나눠나눠 달라달라달라달라 하거늘하거늘하거늘하거늘 슬기슬기슬기슬기 있는있는있는있는 자들이자들이자들이자들이 대답하여대답하여대답하여대답하여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우리와우리와우리와우리와 너희의너희의너희의너희의 쓰기에쓰기에쓰기에쓰기에 다다다다 부족할까부족할까부족할까부족할까 하노니하노니하노니하노니 차라리차라리차라리차라리 파는파는파는파는 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 가서가서가서가서 너희너희너희너희 쓸쓸쓸쓸  
것을것을것을것을 사라사라사라사라 하니하니하니하니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사러사러사러사러 간간간간 동안에동안에동안에동안에 신랑이신랑이신랑이신랑이 오므로오므로오므로오므로 예비하였던예비하였던예비하였던예비하였던 자들은자들은자들은자들은 함께함께함께함께 혼인혼인혼인혼인 잔치에잔치에잔치에잔치에 
 들어가고들어가고들어가고들어가고 문은문은문은문은 닫힌지라닫힌지라닫힌지라닫힌지라                        마태복음  25:7-10 

1 
이번 여름 삼수령에 
서 열린 노동학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비하심으로  성공 
적으로 잘 치뤄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2 
월요일에 있을 
“준비된 백성모임”이 
북한 개방의 때를 
위하여 새롬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 주주주주 여호와께여호와께여호와께여호와께 
서서서서 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 보라보라보라보라 내가내가내가내가 한한한한 
돌을돌을돌을돌을 시온에시온에시온에시온에 두어두어두어두어 기초를기초를기초를기초를 
삼았노니삼았노니삼았노니삼았노니 곧곧곧곧 시험한시험한시험한시험한 돌이요돌이요돌이요돌이요 
귀하고귀하고귀하고귀하고 견고한견고한견고한견고한 기초기초기초기초 돌이라돌이라돌이라돌이라 
그것을그것을그것을그것을 믿는믿는믿는믿는 자는자는자는자는 급절급절급절급절 하게하게하게하게 
되지되지되지되지 아니하리로다아니하리로다아니하리로다아니하리로다 

사 28:16 

4 
홍수로 집 잃고, 
상처받고, 춥고 
배고픈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5 
좀더 정확한 바깥 
소식을 북한주민이 
알고 그들의 시야가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6 
벤토리 형제가 오늘 
미국으로 가는데 , 
그와 아내 리즈 자 
매의 미국 여행을 
위해 기도합니다 

7 
하나님이 삼수령 
센터에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고 센터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북한을 돕는 일에 쓰 
여지도록 기도합니다 

8 
주님께서 탁월하고 
귀한 자원자들을 허락 
하셔서 이 여름 노동 
학교 기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9 
국가국가국가국가 창립일창립일창립일창립일  

북한의 국휴일. 
예수그리스도께서 새 
통일한국의 기초가 

되어주소서 

10 
이이이이 닦아둔닦아둔닦아둔닦아둔 것것것것 외에외에외에외에 
능희능희능희능희 다른다른다른다른 터를터를터를터를 닦아닦아닦아닦아 
둘둘둘둘 자가자가자가자가 없으니없으니없으니없으니 이이이이 
터는터는터는터는 곧곧곧곧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그리스그리스그리스 
도라도라도라도라            고전 3:11 

11 
북한정부가 홍수로 
영향을 받은 자들을 
위해 문제가 더 나 
빠지게 두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12 
그리스도의 진리가 
영적 진리를 알도록  
북한 주민들의 눈을 
열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 
기를 기도합니다  

13 
 SK 교회와 목사, 
감독자와 성직자가 
교회를 통해 북한에 
있는 자들을 돕기를 
구할 것을 기도합니다 

14 
릭 워렌과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님이 예수 
님의 지혜 안에서 북 
한을 돕고 사랑하기를 
찾기를 기도합니다 

15 
주님 삼수령에 있는 
엘론과 에제르 
부부에게 놀라운 새 
아이, 딸 희연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6 
삼수령의 일꾼을 

위해 당장 필요한 

숙소를 공급하시기 

를 기도합니다 

17 
과연과연과연과연 내내내내 손이손이손이손이 땅의땅의땅의땅의 
기초를기초를기초를기초를 정하였고정하였고정하였고정하였고 내내내내 
오른손이오른손이오른손이오른손이 하늘에하늘에하늘에하늘에 
폈나니폈나니폈나니폈나니 내가내가내가내가 부르면부르면부르면부르면 
천지가천지가천지가천지가 일제히일제히일제히일제히 서느서느서느서느 
니라니라니라니라.             사 48:13 

18 
SK로 도움이 
전달되고 UN이 진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닿아서  
도움이 그들에게 빨리 
전달되도록 

19 
박해를 당하고 믿음 
때문에 징계당하는 
북한의 성도와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 
해지도록 기도합니다. 

20 
북한의 러시아 정교회 
를 하나님이 쓰셔서 
종교의 자유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것이 선전용으 
로 쓰이지않기를 
기도합니다 

21 
Christian Friends of 
Korea (단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북한에 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www.cfk.org 

22 
삼수령에 새로운 
일꾼 베드로 
형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3 
삼수령 센터 
건축을 위한 
모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24 
여호와로여호와로여호와로여호와로 자기자기자기자기 
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 삼은삼은삼은삼은 나라나라나라나라 ; 
곧곧곧곧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기업으로기업으로기업으로기업으로 
빼신빼신빼신빼신 바바바바 된된된된 백성은백성은백성은백성은 
복이복이복이복이 있도다있도다있도다있도다.  
시편 33:12 

25 
북한 정부가 최근의 
홍수에 대해 공훈을 
가지지 않고 오직 
정부만을 위해 식량과 
돈을얻지않도록 
기도합니다 

26 
중국이 탈북자를 
환송하는 것을 멈추고 
중국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북한 형제자매들을 
돕도록 기도합니다  

27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 이 시간들을 북한 
의 개방을 위해 영적 
으로나 실재적으로 
준비하는데 사용하 
도록 기도합니다 

28 
하나님이 북한에 대해 
더욱 학문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시고 
믿는 조사자들을 
일으키시도록 
기도합니다 

29 
하나님이 토레이 
부부가 북한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말 할 때 
그들을 통해 일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0 
삼수령 센터 건물 
건축 허가를 위한 
토질 조사와 서류 
작업 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999 년년년년 8 월월월월 
수해수해수해수해 입은입은입은입은 
북한북한북한북한 사진사진사진사진 

 
북한북한북한북한 농민들이농민들이농민들이농민들이 
이른이른이른이른 장마로장마로장마로장마로 
수해를수해를수해를수해를 입은입은입은입은 벼를벼를벼를벼를 
복구하고복구하고복구하고복구하고 있다있다있다있다 

 
국제국제국제국제 적십자가적십자가적십자가적십자가 
수해수해수해수해 입은입은입은입은 
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 돕고돕고돕고돕고 
있다있다있다있다  (200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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