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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다른 차원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들은 준비시키시기도 하시죠. 목적의 21일은 저희 삶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더욱 위대한 목적과 
영광에 대한 마음의 동의입니다. 목적의 21일에 대한 저희의 소망과 기도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일깨우며,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깨닫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목
적의 21일 플랜은 3가지 분야를 포함합니다: 기도, 금식, 그리고 행동입니다. 

1. PRAYER / 기도 
저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
니다. 목적의 21일을 통해서 여러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를 할 것 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성장, 우리 정체성 
안에서의 성장,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목적의 성장을 위해 기도할 것 입니다. 

2. FASTING / 금식 
금식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오늘날 금식이
란, 우리가 필요한 것, 즐기는 것 또는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을 포기함으로서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금식하실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3. ACTION / 행동 
저희가 “목적의 21일간 할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목적의 21일동안 이 간단한 미션들을 해내는 것이 목표
입니다. 이중 몇몇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이 각자의 정체성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
어졌습니다. 또 다른 몇몇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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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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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사항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같은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수있는한 최대한 많이 그리고 길게 기도 하시길 격려 드리지만, 
기도가 길다고 굳이 더 많은 능력이 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짧은 믿음의 기도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
고 강력한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 드리기 위해 목적의 21일의 기도 기간동안 교회로서 함께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도 플랜을 짰습니다. 이 기도 플랜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 축복이 될수 있도록 도와줄것입니다. 기도 플랜에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1. 매주 다른 주제를 두고 기도를 할것입니다: 1주차에는 저희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고, 2주차에는 공동
체를 위해, 그리고 3주차에는 우리 주변의 세계를 위해 기도 할것입니다. 
2. 매주 월,수,금요일도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이름들은 “기적의 월요일” “교회 공동체 수요일” 그리고 “5
분씩 5명 금요일” 입니다. 

“기도 플랜” 3-6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기 
금식은 저희가 하나님에게 더욱 집중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 하는 강력한 믿음과 희생의 행동입니다. 저
희는 금식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은혜를 내린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것은 금식은 고
통에 대한것이 아니라는것입니다! 더 고통받는다고 해서 금식이 더 강력해 지는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 믿음을 가지는것이 변화를 일으키는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
주 금식하실지 스스로 선택하시도록 초청합니다. 


“금식 플랜” 7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기 
이사야서 58:5-9절에서 하나님은 금식은 자기 의로움도 아니고, 어떤것을 하지 않는것 뿐만 아니라 우
리가 무엇을 하는것이 중요한지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 점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
심을 맛볼수 있을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을 품은 행동 21가지”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리스트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목적의 21일 동안 하시도록 챌린지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순서로 하
셔도 좋고, 언제 하시든 무관하니, 여러분들께서 창의적이게 하셔도 좋습니다!


“행동 플랜” 8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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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주제
월요일: “Miracle Monday” / 기적의 월요일 
매주 월요일은 저희가 섬기는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하
며 기적을 위해 기도할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
는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기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
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하실수 있는 몇가지 주제들입니다: 

-작던 크던 어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기도하실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도시 혹은 열방
을 위해서 기도하실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하나님 북한에 
주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라고 기도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리고 삶을 통해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
날수 있도록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
들의 치유를 바라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
시오. 여러분들이 기적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길 도와주시
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도
록 기도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강력하
게 만날수 있도록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고 해방과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하십시
오.  

수요일: “We Are Church Wednesday” / 
교회 공동체의 수요일 
매주 수요일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하도록 하겠습
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저희도 주님을 본
받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저희 교회
를 통해 이루어 지도록 기도 할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시도록 기도하
십시오. 

- 저희 교회가 모든것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저희 교회가 신실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때에 하나님의 사
랑, 능력 그리고 은혜로 넘치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미션과 비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희가 그것을 이
루는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 이루시도록 기도하십
시오.  

-하나님이 저희의 비젼과 미션을 확장시키셔서 많은 열방에 닿
을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성장 시키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
도록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도록 기
도하십시오.  

-저희 팀의 리더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더 많은 리더들을 세우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젼
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넘치는 사람들과 물질적 자원을 마련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수 있도록 기도하
십시오.  

-저희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국 밖에 있
는 온라인 커뮤니티 맴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경건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희가 사람들이 안전하
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교회가 되게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속
하지 못한다고 생각 하는 이들이 이곳에서 가정같은 교회를 찾
을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희가 주변 세상을 예수님이 하셨
던것 처럼 사랑할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희 교회의 하나됨
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희 교회가 갈라짐 없이 하나님의 은
혜로 함께 설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금요일: “Five for Five Friday” / 5분씩 5명 
금요일 
각 금요일은 “5분씩 5명 금요일”이 될것입니다. 그래
서 5명을 위해 각각 5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것
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5명의 믿지 않는 사람들
을 위해 기도를 하는것입니다.  

-금요일 마다 기도할 5명의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기
도하실수 있습니다.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실수도 있고 한 그룹을 위해
서 기도하실수도 있습니다.  
“5분씩 5명”리스트 예: 

1. 어머니 
2. 남동생 철수 
3. 내 친구 광수 
4. 직장 동료 리수 
5. 중국

기도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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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01. MON 4/1 (MIRACLE MONDAY)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Pray that God will continue to be your first love in your life. 

(Revelation 2:4-5; 요한계시록 2:4-5) 


DAY 02. TUES 4/2 
여러분 안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Pray that your heart and spirit are fully alive with joy in God’s purposes. 

(Psalm 85:6; 시편 85:6)


DAY 03. WED 4/3 (WE ARE CHURCH WEDNESDAY) 
하나님의 임재를 더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Genesis 28:16; 창세기 28:16-17) 

DAY 04. THURS 4/4 
하나님의 음성을 더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John 10:27; 요한복음 10:27) 


DAY 05. FRI 4/5 (FIVE FOR FIVE FRIDAY)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Acts 11:23-24; 사도행전 11:23-24) 


DAY 06. SAT 4/6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2 Peter 3:9; 베드로후서 3:9) 


DAY 07. SAT 4/7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Pray for God to release His dreams and visions into Your life for His purposes. 

(Acts 2:17; 사도행전 2:17) 


1주차
기도 플랜

1주차 테마: 우리 자신 
This first week we are going to focus on praying for God’s purposes towards us pers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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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08. MON 4/8 (MIRACLE MONDAY)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Pray to have God’s heart for the people 
in your life.  Pray that you will see them as God sees them and love them as God loves them.


DAY 09. TUES 4/9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Pray for your parents.  Honor your parents.  Pray and give thanks to God 
for your parents.  Pray God’s blessing on their life.  Pray God’s Kingdom to come and His will to be 
done in their lives.  If they are not saved, pray for their salvation.  


DAY 10. WED 4/10 (WE ARE CHURCH WEDNESDAY)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Pray for you family.  Pray for your brothers, sisters, grandparents, 
aunts, uncles, cousins, etc.


DAY 11. THUR 4/11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Pray for your friends.  Pray for all of your friends.  


DAY 12. FRI 4/12 (FIVE FOR FIVE FRIDAY)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Pray for your church. Pray for God to bless our church and use our church 
for His glory.  Pray that we will be a church that is pleasing to God.  Pray that we will have great 
unity and harmony in the love of God.


DAY 13. SAT 4/13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Pray for the people around you.  Pray for the people you work 
with, go to school with, etc.  Pray for your neighbors and people you see in public.    


DAY 14. SUN 4/14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들로 더욱 더 채워져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Pray for God to use you more and more to fulfill His purposes for those around you.  Pray that you 
will have opportunities to help them to know Jesus more.  Pray that you will have opportunities to 
share the love of Christ with them.


2주차
기도 플랜

2주차 테마: 우리 공동체 
This week we will focus on praying to those closest around us: our family, friends, and church.



�6

DAY 15. MON 4/15 (MIRACLE MONDAY) 
여러분 주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Pray for God’s heart for the world around you.  
Pray that God will give you a vision and passion for your city, nation, and for all nations.  Pray that 
you will love the world around you as God does. 


DAY 16. TUE 4/16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Pray for more harvest workers.  Pray that there will be 
more and more Christians in the world who are doing God’s work in their lives.    


DAY 17. WED 4/17 (WE ARE CHURCH WEDNESDAY)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Pray for the city that you live in.  Pray for God’s Kingdom 
to come and His will be done in that city.  Pray for revival in the city.  Pray for the orphan, widow 
and the poor of the city.


DAY 18. THURS 4/18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와 본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Pray for the nation you live in (and the nation you 
are from).  Pray for revival for the nation.  Pray for the leaders of the nation.  Pray for the needs of 
the country.  Pray that many people will saved and be disciples of Jesus in the country.  Pray for 
the churches in the country.  


DAY 19. FRI 4/19 (FIVE FOR FIVE FRIDAY)

이 세상의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Pray for the nations of the world.  Ask God if there is a specific 
country He wants you to pray for.  Pray for revival in every single nation of the world.  


DAY 20. SAT 4/20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Pray for the Next Generation.  Pray for the children and youth of our 
city, nation and of all nations.  Pray for them to know God even at a young age.  Pray that they will 
experience revival while they are young.  Pray that many will be saved and dedicate their lives to 
Christ.


DAY 21. SUN 4/21  
여러분 주변 세상을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더욱 더 채워져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Pray for 
God to use you more and more to fulfill His purposes for the world around you.  Pray for a heart for 
missions.  Pray for opportunities to go on missions.  Pray about giving financially towards 
missions.  Pray about a country that God might send you in the future.


BONUS: Pray for Israel.  Pray for God’s purposes to be fulfilled in and through Israel.  Pray for 
revival in the nation of Israel.  Pray that many Jewish people will be saved.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3주차
기도 플랜

3주차 테마: 우리 세상  
This week we will focus on praying for God’s purposes in the world aroun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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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 플랜

어떤 것을, 어떻게, 얼마나 금식하실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금식할지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으로부터 배운 여러분의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금식의 방법을 고르실 때에 필요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여러분의 몸과 건강을 챙기십시오. 특히 음식을 금식하시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간헐적 금식(건강하고 안
전한 방법)이 건강상에 여러 이점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께 꼭 건강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금식하실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몸에 해가 가거나 너무 무리한 일정으로 금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 건강
상태와 계획을 잘 고려해 보신 후 정직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다시 한번 음식을 금식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와 집중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에도 영향을 끼치죠. 건강한 방법으로 금식을 하였을 때에는 더 에너지가 넘치고 집중력
도 좋아지는 경험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금식, 또는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금식을 한
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책임(일, 학교, 관계, 교회 등)과 앞으로의 일정을 고려
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금식기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3.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몸에 해가 되는 금식을 하지 마십시오. 금식은 단순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함으로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실패하기 쉬
운 도전은 하지 마십시오. 어렵지만 너무 어렵지는 않은 것을 골라 금식하십시오. 금식을 할 때에는 여러분의 행동
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금식의 몇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 몇 일씩 몰아서 하는 금식. 예: 3일 연속 금식

- 일주일에 하루만 하는 금식. 예: 매주 수요일 금식

- 한 끼만 하는 금식.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금식

- 미디어 금식. 예: 일주일 간 TV나 영화, 유투브 보지 않기

- 다니엘 금식. 예: 과일과 야채만 먹기

- 나쁜 습관을 금식. 예: 불평하는 말 금식, 뒷담화 금식

- 취미를 금식. 예: 스포츠 금식


창의적으로 금식하십시오! 위의 목록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각자 원하시는 대로 금식하시면 됩
니다. 단지 꼭 의미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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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서 58:5-9절에서 하나님은 금식은 자기 의로움도 아니고, 어떤것을 하지 않는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것이 중요한지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 점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액
션”을 취해야 된다는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수 있을것 입니다! 그래서 저
희가 “목적을 품은 행동 21가지”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리스트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목적의 21일 동안 하시도록 챌린지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순서로 하셔도 좋고, 
언제 하시든 무관하니, 여러분들께서 창의적이게 하셔도 좋습니다!

액션 플랜

1. 누군가에게 식사 한끼를 대접하기

2. 교회의 한 사람과 커피 한잔을 하며 서로 알아가기

3. 가족 중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4. 사과하기

5. 누군가를 칭찬하기

6. 자신의 간증을 써보기

7. 교회 리더에게 감사를 표하기

8. 교회 봉사자에게 (팀원에게) 감사를 표하기

9. 학교/집/직장에서 리더에게 감사를 표하기

10. 직장 동료에게 감사를 표하기

11.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기

12. 교회에 누군가를 초청하기

13. 적들을 축복하기. 나에게 잘못했거나 상처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14. 모르는 사람에게 좋은 일 해주기.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거나, 

버스 자리를 양보하기 등.

15. 부탁 받기 전에 집안일 한가지를 하기.

16. 성경 구절을 써서 누군가에게 주기.

17. 스스로에게 감사를 표하는 무언가를 하기.

18. 스스로에 대해 혹은 삶에 대해 감사하는것 21가지를 써보기

19.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기

20.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구절 외워보기

21. 하나님을 찬양할만한 10가지 써보기


보너스 
1. 봉사하기

2. 다음 텀에 스몰그룹 리더가 되기

3. 스몰그룹에 들어가기

목적을 품은 행동 21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