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 세상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날 

 

온 세상 하느님의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매월 15 일은 온 세상 하느님의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꼭 기억 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혼자서, 또는 여럿이 모여서 각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위한 기도 모임 

아이들을 위한 기도 모임은 모든 종교적 신앙 단체들을 포함 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 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저희 

모임은 시작되었습니다.  

 

목표:  

1) 온 세상 아이들, 특별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2) 온 세상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요구에 좀 더 귀 기울이기.  

3) 생명의 존귀함을 잊은 사람들의 마음 회복에 힘쓰기. 

4)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과 정의 실현을 고양 시키기.  

 

저희 기도 모임은, 모임을 주관하는 특정한 임원들도, 기도를 위해 모이는 특별한 장소도, 경제적 

원조에 대한 바람도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다 함께 뜻을 모아 드리는 기도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아래 기도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온 세상 아이들을 위한 기도 

주님, 주님은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온 세상에는  

전쟁의 피해자로, 기근의 굶주림으로,  

종족 대학살의 희생양으로,  

각종 공포와 고문으로 고통 받고,  

고아로, 노예로,  

난민 피난처와 시궁창 같은 열약한 환경에서 

쓰레기와 진흙으로 연명하며, 

병에 시달리고,  부당하게 착취 당하고, 

사랑 받지 못하고, 배움의 기회를 빼앗기고,  

희망을 읿어 버린채, 홀로  

힘겹게 살아 가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힘을 합쳐 다 함께 드리는 이 기도를 귀기울여 들이시고 

불쌍한 이 어린이들을 절망에서 이끌어 내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저희가 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 끝날, 이 모든 가엾은 영혼을 기억 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이들을 위한 기도문 ( 기독교와 각종 타 종교을 위한 기도문)과 안내서를 아래 웹사이트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holyfamily.org 

 

더욱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 

Donna Gibson 에게 연락해 주십시요.  

Prayersforchildren@holyfamily.org 

www.holyfamil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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