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여자 기도 소식지 

  

 
국제 연합 오순절 교회 2018 8 월 

 

 

페이스북에서 국제 여자 기도 방문해 주시고 좋아해 주세요!! 
 

깊이 뿌리 내린 기도   
저자 데비 사이즈  
 

기도의 뿌리가 깊어지면 삶의 어떤 폭풍이 닥쳐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뿌리가 강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가 뿌리를 깊게 심으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참으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자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이 입으로는 주와 가까이 

있으나 속 중심에서는 멀리 있나이다." (예레미야 12 : 2).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깊어진 뿌리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를 믿으셨던 부모님의 

모범으로 기도에 뿌리 내림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60 시간의 

 

 



지속적인 기도와 금식을 교회에서 요청하신 모습을 기억합니다. 기도는 월요일 아침 7 시에 시작해 

수요일 오후 7 시 교회가 시작할 무렵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녁 10 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하시고 저를 교회에 데려 갔습니다. 그 시간을 저는 예배당이나 기도실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과 10 대에 여름 종종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오전 9 시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자랐습니다. 물론 항상 한시간 내내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잠들 때도 있었지만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깊은 기도의 

뿌리가  제 삶 깊숙이 박혀지고 있었습니다.  

 
옛 말레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뿌리를 가진 나무가 폭풍우 가운데 웃는다.” 땅 깊이 

뿌리 박힌 나무는 폭풍우가 뒤이어 있어도 살아남을 것이고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런 깊은 뿌리를 가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 17 : 7-8: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킹제임스 흠정역).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삶의 기복을 자주 말합니다. 우리는 시편 1 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강물에 

심어졌고 그의 뿌리는 그가 인생의 어떤 길을 가든지 상관없이 더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 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시편 1:3 킹제임스 흠정역). 

 
참고 : 데비 사이즈 (Debbie Saiz)는 UPCI 의 전국 싱글스 관리자, SoCal UPCI 여자 사역 프로모션 

관리자, 캘리포니아 토랜스의 베이 사이드 사도 센터 (Bayside Apostolic Center)의 열정적인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B.A. 먼로 (Monroe)의 루이지애나 대학교 (University of Louisiana) 및 

트윈 시티 대학 (Twin-Cities University)의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저자 버시니아 리드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골로새서 2:6-7)  
  
정원 가꾸기는 쉽게 영적 생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예수님은 종종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활동하면서 쉽게 정보를 흡수하기 때문에 

정원 가꾸기 우화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실용적인 기회를 줍니다.  
  
저는 예전에 작은 마을의 아주 큰 뒷마당이 있는 큰 오래된 집에서 살았습니다. 매년 봄마다 저는 

정원에 여러 야채를 심었습니다. 물론 덥고 어려운 일을 좋아한 것은 아니지만 정원에서 딴 신선한 

토마토, 브로콜리, 양파 등 노동에 뒤따른 결과물을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도시에서 마당이 

없는 보통 크기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신 관상용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먹을 수 있는 보상은 없지만 푸른 잎을 보면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낍니다.  
  
몇 달 전, 저는 모든 식물을 한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불행히도, 식물들은 구석에서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고, 저는 종종 물 주는 것을 잊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앉아있는 곳에서 식물들을 보면 

잎사귀들이 노란색과 갈색, 여러 색조를 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잎들은 벌써 말라 

떨어졌습니다. 이 식물들에게 주의가 급히 필요함이 분명히 보입니다. 
 
좋은 뿌리 시스템은 거의 보이지는 않지만 자양분을 찾으면서 퍼져 나가고 또 흙 위의 성장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이는 일시적인 가뭄, 태양 부족 및 폭풍에서도 살아남기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요 8:12)과 "생수"(요한복음 7 : 37-39)를 받고 새로 성장하고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 그 안에서 뿌리 박고 터를 잡습니다 (에배소서 3:17).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7:8).  그러나 

실내 식물은 더 큰 화분에 옮기지 않을 경우 뿌리가 빙빙 꼬다가 결실없이 그 자리에 구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 큰 상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피한다면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며 현재 상황에 묶여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이제 제 식물에 신경 쓸 때입니다.  
 
 

 

 



참고 : 버시니아 베일리 리드(Vercinia Baily Reed)와 그녀의 남편  Brad 는 아랍 에미리트 연합의 

AIMers 로서 Abundant Life Church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전에 미국에서 언어 병리학자로 

일했던 그녀는 이제 Jaden (14 세)과 Elias (7 세)를 집에서 돌보는 엄마로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음악 사역; 자주 필요로 하는 영적 가지 치기에 은혜롭게 복종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커피와 유머 감각이 도움은 되지만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From the Mailbox 
  
 
Thank you! What a blessing this is to me reading these miracles! (July, LPI Newsletter) What an 
amazing God we serve! -Sue Dean, Arizona Ladies Ministries Secretary 
 
 
이 소식지는 훌륭했습니다. (7 월, LPI 소식지). 친구,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간구 했습니다. 그리고 제 때 말씀이 왔습니다.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당신이 하고있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 데비 샌더스 (Debbie Sanders), 관리자, 오늘 크리스찬 소녀, UPCI 
 
고맙습니다! 이 기적들에 대해 읽는 것은 저에게 크나큰 축복입니다! (7 월, LPI 소식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 수 딘 (Sue Dean), 아리조나 여자 사역 비서관  

  

편집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소식지는 이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중국어, 

스와힐리어, 헝가리어, 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힌디어, 그루지야어, 일본어, 

스웨덴어, 베트남어, 벵골어, 태국어, 그리고 한국어 번역본으로 있습니다.   

 



세르비아어, 불가리아어, 그리고 히브리어 번역자 모집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위의 번역문 중 받고 싶은 번역문이 있으시면  

LadiesPrayerInternational@aol.com 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여러분을 저희 메일 리스트에 기쁘게 

더하겠습니다.  

저희 국제 여자 기도 방문해 주시고 "좋아"해주세요. 

 
 
기도 모임 리더님, 국제 여자 기도 페이스 북에 방문해주시고 좋아해주세요. 페이스북 국제 

여자 기도 링크 
 
 

그리고 여러분의 모임을 이 무료 소식지 구독에 

초대해주세요:  http://www.ladiesministries.com/programs/ladies-prayer-intl  

또는 이메일 요청:  LadiesPrayerInternational@aol.com  
 
이 정보를 교회, 친구, 가족들과 나눠 주세요. 이 번성하는 기도 사역의 일원되시고 무료 소식지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1999 년부터 국제 여자 기도는 전세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모여 자녀들과 지역 교회 및 지역 사회의 어린이들을 위해 집중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미션…저희는 이 세대의 영적 보전과 영적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매월 첫째 월요일에 함께 모여 자녀들을 위해 집중 기도할 헌신적인 여성들.   
 

기도의 세 가지 우선 순위 ... 

• 우리 자녀의 구원 (이사야 49:25, 시편 144 : 12, 이사야 43 : 5-6). 

• 자신을 책임져야할 나이에 개인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 (요한일서 2 : 25-28; 야고보서 1:25). 

• 아이들이 주님의 추수 사역에 임하는 것 (마태복음 9:38).Text 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