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에도 대한민국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국방의 각 영역마다 도우심의 손길로 인한 형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 평등과 신뢰, 거룩과 경건의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그를 보좌하는 보좌관들, 각계 
의 정치 지도자, 정당과 그에 속한 국회의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근
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적셔주셔서 교만과 거짓의 영, 자살과 음란의 영, 다
툼과 분열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복음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죄악을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며 마지막 
날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소서.

일촉즉발의 긴장관계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의 역사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북한의 정치 및 군사 지
도자들과 그 세력들을 통치하시어 평화통일이 앞당겨지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목숨 바쳐 섬기는 지도자들과 감시와 박해, 굶주림과 핍
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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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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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 다니엘기도회를 영적 부
흥과 회복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어 대한민국에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
교의 제2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부흥의 물결에 동참하게 하소서.

2017 다니엘기도회에 만여 개의 교회들이 동참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
고, 다니엘기도회가 진행되는 21일 동안 각 교회와 지역, 가정과 개인에
게 회복과 부흥의 역사, 사랑과 섬김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2017 다니엘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운행하심과 하나
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목회자들이 기도의 동력을 얻는 시
간 되게 하소서.

2017 다니엘기도회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지역장, 운영간
사, 대표간사, 지역간사, 등록간사, 출판 및 방송 영상팀, 인터넷팀, 특별
히 기도로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성과 영성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21일간 찬양으로 섬길 찬양팀과 말씀과 간증으로 섬길 강사들이 순적하
게 섭외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
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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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참여교회가 ‘2017 다니엘기도회’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
시고, 참여교회에게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은혜의 능력을 물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000 담임목사(전도사)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허락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중직자, 모든 리더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허
락하시어 생명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굳건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서며 주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각자의 처소
에서 주의 군사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참여교회가 지역사회와 민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
시고 그 지역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말씀과 기도로 담당하며 지역의 빛
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참여교회의 다음세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요
셉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참여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온전히 성취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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