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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경배와찬양 기도인도 매뉴얼

경배와찬양 기도 인도1.

기도 인도는 예배 인도 속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다1-1. .

기도인도자는 다음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1-2. .

예배1) (Worship)

Worship = Life Style - Presence of God - Meeting God

기도2) (Prayer)

Prayer = to pleasing God/ to know God's will

거룩3) (Holiness)

마 딤후5:8, 2:21

기도 인도 시 기억해야 할 사항<N.B. >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개인 경1. -

건의 시간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2.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더 친근하게 기도할 수 있다- .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3.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주의할 점<N.B. >

기도제목을 나눌 때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나눈다1. .

전체 사역별로 질서 있게 맥을 잡아서 기도한다2. , .

특정용어의 반복사용을 피한다3. .

기도 인도를 할 때는 명확한 발음과 적당한 목소리의 크기 적당한 속도를 유지한다4. , .

기도제목을 나눈 후 사람들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분배를 고려한다5. .

기도인도자는 개인의 감정이나 필요보다 전체 모인 사람들의 필요와 하나님께서 기도하6.

기 원하시는 제목을 잘 분별하여 인도한다.

각 사역과 선교지의 필요를 잘 알고 올바른 강조점과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한다7. .

경배와찬양 기도의 가지 범주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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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찬양의 기도2-1.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모임을 시작한다 시( 98:1, 101:1).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2-2.

1) Preparation of the Heart

예배에 들어가기 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깨끗함으로 전심으로 예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성결케 하는 시간을 가-

짐 시 레 레( 139:23-24, 16:3-5, 21:6)

2) God's presence - God's glory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모세의 기도 출( : 33:17-23)

모임 가운데 시- (In Our Meeting, 21:5, 22:3)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 대하 왕상- (The Presence of God's glory, 5:13-14, 8:10-13)

3) Salvation

경배와찬양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각 영혼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임하도록 기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함을 고백 사- ( 6:1-7)

베드로는 그가 죄인이므로 주님께서 떠나시기를 기도함 눅- ( 5:8)

4) Spiritual Freedom/ Deliverance

모든 영적 묶임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며 영적인 묶임이-

풀어짐 마 눅( 9:16, 33, 31-36)

영적 자유함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결과이다cf) .

5) Holy Spirit & Worship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보기 사모하며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행 고전- Spirit, Holy fire, Ruah(Holy Wind of God)/ 2:1-4, 10:46, 16:25-26,

14:14-15

6) The Touch of God/ Newness

하나님의 손길과 새롭게 하심을 구하는 기도

-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사 엡(God is with us) ( 5:23; 57:15, 3:17)‘ ’

7) The Spirit of Worship

참된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되신 주 시 대하cf) ( 98:4-5, 100:4, 107:22, 16:9)

개척할 나라 열방을 위한 기도2-3. /

공산권1)

모슬렘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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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을 섬기는 섬나라들3)

힌두권 불교권4) /

아프리카와 그 외 미전도 종족5)

재전도국6)

이스라엘7)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2-4.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상황을 위해서1) , ,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2)

십대와 청년들을 위해서3)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4)

타선교단체를 위한 기도2-5.

1) 각 선교단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부르심에 충성하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 사역을2)

통하여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경배와찬양 사역을 위한 기도2-6.

경배와찬양에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위해서1) (for the Meeting)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시( 46:10).

모임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2) (for the Ministry Team)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지혜와 분별력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한다 약, ( 1:5).

인도자-

악기팀 팀 팀 기재팀 예배사역팀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 singing / worship dance / ( ):

하며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민감함을 주셔서 전체 사역의 필요를 보고 섬길 수 있도록

팀의 건강 영적 건강 육신의 강건함- : ,

팀의 중재자 제사장 역할을 위하여- ,

국제사역을 위해서3)

각 나라의 센터에서 진행 중인 사역들을 위해서(1) ANM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몽골 등의 정기모임과 훈련을 위하여- , , , , , ,

개척사역을 위해서(2)

현재 개척을 위해 기도 중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태국 등을 위하여- , , , ,

국내사역을 위해서4)

예배사역(1)

목요모임 지방집회 경배와찬양 큰잔치 경배와찬양 세미나 정기모임- / / / /

선교훈련(2)

경배와찬양학교 토요헌신자훈련학교 공동체훈련- / / 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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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역을 위해서5)

바실인터내셔널 주 도서출판 바실 바실항공 바실 프레스- ( )/ Copy Care Korea/ / / / AN

아카데미/ AN Studio/ AN Kids' Centre/ E&M

팀의 하나 됨을 위하여6)

그리스도 안에 한 영과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발하며 섬길 때에 영적 전쟁 가운데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한다 대하( 5:13-14).

마무리 기도2-7.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한다 막1) ( 16:17,

눅 10:19).

대적기도 이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높이2)

는 찬양을 드린다.

참고 기도할 때 위의 범주가 모두 들어가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번까지의 범주의 순* : 3~6

서는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다.

경배와찬양 기도모임3. Workshop

명씩 그룹을 만든 후 한 명의 인도자를 정한다3-1. 7 , .

3-2. 인도자가 처음 나눈 기도제목 안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충만하게 기도한다.

인도자가 나눈 기도제목을 가지고 같은 주제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한 사람씩 구체적3-3.

으로 기도한다 이때 한 사람이 기도가 끝나면 바로 다음 사람이 이어서 기도하여 전.

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면 토요헌신자훈련에 관한 부분이면 나머지.

사람들도 이 훈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한 사람이 대표기도를 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 같은 마음3-4.

으로 소리를 내어 함께 반응한다 예를 들면 아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 ” “ ” “ ”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등의 표현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충만하게 기도한다.“ ” “ ”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3-5.

을 따라 순서가 아닌 사람이 먼저 기도할 수도 있다.

전체 명이 기도한 후 다시 인도자의 차례가 되면 기도 제목의 범주를 바꾸어 기도한3-6. 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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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 범주를 바꿀 때 인도자는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읽을 수도 있다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