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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골칠골칠골칠골교회교회교회교회.  

이이이이 교회의교회의교회의교회의 리더였던리더였던리더였던리더였던 
김일성의김일성의김일성의김일성의 어머니를어머니를어머니를어머니를 
기리기기리기기리기기리기 위해위해위해위해 1992년에년에년에년에 

재건됨재건됨재건됨재건됨. 

1 
북한에 의해 중단된 
미국의 식량조달 
프로그램의 재개와 
미국 NGO 단체들의 
식량 조달을 위해 

2 
남한의 지도자들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고, 
관련된 남한 기업들이 
난관을 잘 극복하도록 

3 
구체화 단계에 있는  
‘생명의강학교(River 
of Life School )’를 
위해 적합한 팀이 
조성될 수 있도록  

4 
삼수령목장의 건강한 
수송아지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 그 중 한 
마리가 판매될 즈음에 
무게 면에 있어서 
신기록을 수립할 수 
있을 법함에 또한 감사. 

5 
아름아름아름아름답고답고답고답고  거룩한거룩한거룩한거룩한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여호와께여호와께여호와께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경배할지어다경배할지어다경배할지어다 온온온온 
땅이여땅이여땅이여땅이여  그그그그 앞에서앞에서앞에서앞에서 
떨지어다떨지어다떨지어다떨지어다. 시 96:9 

6 
대부분의 국가들은 
탄도미사일 실험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측에선 
인공위성 발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  

7 
줄곧 식량이 부족해왔던 
봄을 맞아 북한주민들이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북한정부에 의해 
중단된 식량구호물자와 
관련하여 기도합니다. 

8 
CFK, GRS와 그 외  
NGO단체들이 
장기적인 계획과 
사안으로 
북한식량조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9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지도자들을 위해. 
그들이 북한과 관련된 
사안들을 적대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10 
삼수령 센터와 
생명의강학교를 위한 
기금마련 캠페인을 잘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적합한 팀이 
구성되어 질 수 
있도록 

11 
삼수령목장의 소 
먹이로 사용할 옥수수 
심기 준비작업 등 
목장의 모든 봄 준비 
작업을 위해 

12 
그가그가그가그가 여기여기여기여기 계시지계시지계시지계시지 않고않고않고않고 
그의그의그의그의 말씀하시던말씀하시던말씀하시던말씀하시던 대로대로대로대로 
살아나셨느니라살아나셨느니라살아나셨느니라살아나셨느니라 와서와서와서와서 
그의그의그의그의 누우셨던누우셨던누우셨던누우셨던 곳을곳을곳을곳을 
보라보라보라보라.마 28:6 

13 
북한의 지출예산의 가장 
우선순위가 미사일개발 및 
군사관련항목에서 
민생으로 초점이 옮겨져서 
북한주민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수 있도록 

14 
중국기독교인과 
중국정부가 북한관련 
사안들에 대해 더욱 
옹호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15 
“태양절태양절태양절태양절” 

김일성김일성김일성김일성 탄신일탄신일탄신일탄신일 
모든 북한 주민들이 
참된 정의의 
빛(태양)을  깨닫게 
되도록 

16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관용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되길  

17 
올 여름 진행될 
삼수령의 여름 
프로그램 
준비작업들을 위해 

18 
삼수령목장의 모든 
소들의 좋은 
건강상태를 위해 

19 
여호와의여호와의여호와의여호와의 이름에이름에이름에이름에 
합당한합당한합당한합당한 영광을영광을영광을영광을 그에게그에게그에게그에게 
돌릴지어다돌릴지어다돌릴지어다돌릴지어다 예물을예물을예물을예물을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그그그그 궁정에궁정에궁정에궁정에 
들어갈지어다들어갈지어다들어갈지어다들어갈지어다.시 96:8 

20 
빠른 시일 내에 
평화로운 방법으로 
북한의 개방이 이뤄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식량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 질 수 
있도록  

21 
김일성의김일성의김일성의김일성의 어머니인어머니인어머니인어머니인 
강반석의강반석의강반석의강반석의 생일생일생일생일 

1892-1932 
북한이 강반석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갖게 되길 

22 
Voice of the Martyrs 
와 협력단체인, 
신설된 선교단체 
Seoul USA를 위해서 
http://www.seoulusa.or
g/ 

23 
UN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24 
5월에 예수원과 
삼수령에서 진행될 
중학생 대상 수련회 
준비를 위해 

25 
북한인민군북한인민군북한인민군북한인민군 창설일창설일창설일창설일 

  
북한의 주민들이 
그들의 요새와 방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26 
많은많은많은많은 군대로군대로군대로군대로 구원구원구원구원 얻은얻은얻은얻은 
왕이왕이왕이왕이 없으며없으며없으며없으며 용사가용사가용사가용사가 
힘이힘이힘이힘이 커도커도커도커도 스스로스스로스스로스스로 
구하지구하지구하지구하지 못하는도다못하는도다못하는도다못하는도다. 
시33:16 

27 
북한정부의 성향 중 
다른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길 원하는 
성향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28 
북한의 크리스천들을 
위해.  끊임없이 
박해와 감금과 죽음을 
대면해야만 하는 
그들을 위해.  

29 
북한의 LiNK 
(Liberation in NK)를 
위해. 미국 내에서 
영화 ‘크로싱’을 
상영할 수 있도록 

30 
오바마 미대통령과 
힐러리클린턴 
미국무장관이 북한과 
북한의 실정과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네번째강네번째강네번째강네번째강 계획계획계획계획: 통일세대를통일세대를통일세대를통일세대를 준비준비준비준비 
삼수령목장과삼수령목장과삼수령목장과삼수령목장과 센터센터센터센터: 노동과노동과노동과노동과 교육을교육을교육을교육을 통해통해통해통해 북한북한북한북한 개방을개방을개방을개방을 준비하는준비하는준비하는준비하는 곳곳곳곳 
생명의강생명의강생명의강생명의강 학교학교학교학교: 통일한국의통일한국의통일한국의통일한국의 진정한진정한진정한진정한 지도자를지도자를지도자를지도자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바른바른바른바른 교교교교육육육육 
삼수령공동체삼수령공동체삼수령공동체삼수령공동체: 이일이일이일이일에에에에 헌신한헌신한헌신한헌신한 형제형제형제형제 자매들의자매들의자매들의자매들의 공동공동공동공동체체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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