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주청소년 수련회
Online Youth Higher Calling
주제 : Steadfast
성구 : 이사야 54:10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기간 : 12/21(월)~23(수) 2020
기도지침
“사람이 일할 때 단지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 개인적인 기도시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2. 교회 새벽기도, 중보기도 모임 등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3. 1.1.1. 기도시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1.1.1. 기도란?
매일 오후 1시에 1분 동안 세계복음화, 나라, 자신이 소속된
교회와 목회자,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연합 기도운동입니다.
오후 1시에 고개를 숙일 때, 당신은 수백만이 함께 드리는 기도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21:22>

⚫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14:14>

⚫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4,15>

1. 십대청소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하소서.
2.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힘입게 하소서.
3. 디아스포라(씨 뿌림)의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4. 에스겔 환상처럼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소서.
5. 민족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통일세대로 준비되게 하소서.
6. 선교에 헌신하며 십대 복음화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하소서.
7. 강사들이 먼저 성령충만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소서.
8. Higher Calling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소년집회가 되게 하소서.
9. 참가자들의 영적 갈급함이 채움 받게 하시고 비전과 열정을
새롭게 하소서.
10. 모든 순서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막힘없이 물 흐르듯 잘
진행되게 하소서.
11. 모든 참석자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셔서 모든
프로그램 중에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12. 온라인 컨퍼런스에 대한 홍보가 교회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서 400명이상 참석하게 하소서.
13.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참석자들의 재정적인 필요들이 풍
성히 채워지게 하소서.
14. 청소년사역에 관심있는 기업과 개인의 후원을 얻어 2만불이상
모금되게 하소서.
15. 찬양팀이 성령충만케 하시고 영감있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16. 선택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의 필요가 잘 채워지게 하소서.
17. 소그룹모임이 깊은 교제와 격려, 기도 시간이 되게 하소서.
18. 생동감 있고 감동을 주는 영상들이 준비되게 하소서.
19. 기도로 진행되고 쉬지 않는 기도의 수련회 되게 하소서.
20. 참석자들이 각 교회를 잘 섬기며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소서

2020 Online Youth Higher Calling
Theme: Steadfast
Theme Verse: Isaiah 54:10
“For the mountains may depart and the hills be removed,
but my steadfast love shall not depart from you.”

Dates: Dec 21 – 23
Prayer Guideline
“When a man works he works,
but when a man prays God works.”
1. Pray for HCY during your personal prayer time.
2. Pray for HCY during morning and intercessory prayer
meetings.
3. Pray during 1.1.1 prayer time.

What is 1.1.1 prayer?
1.1.1 is a prayer movement in which a person prays for
Gospel to be brought to the unbelievers at his own church,
his nation, and the world at 1pm for 1 minute. When you bow
down and pray at 1pm, you will partake in the blessings and
the privileges of prayers of millions of people.
⚫ And whatever you ask in prayer, you will receive, if you
have faith. (Mt 21:22)
⚫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Jn 14:14)
⚫ And this is the confidence that we have toward him,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And if we know that he hears us in whatever we
ask, we know that we have the requests that we have
asked of him. (1 Jn 5:14-15)

1. May the youth find true love of God and be strongly rooted
in the Word.
2. As they listen to the Word, may they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overcome the world.
3. May they find their vision and identity as “diaspora.”
4. May they become a vast army that changes the world,
as from Ezekiel’s vision.
5. May they become a generation that brings reunification of
Korea, a generation that brings healing to the broken
nation.
6. May they commit to missions and the revivals of youth’s
movement for Gospel
7. May the speakers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proclaim
God’s Word powerfully.
8. May the Holy Spirit lead the conference, and may the
conference bring glory to God.
9. May you fill the spiritual hunger of the all attendees and
renew their vision and passion.
10. May all programs run smoothly as the Holy Spirit leads.
11. May all attendees desperately seek you and fix their
eyes on you throughout the conference.
12. Bless the promotion in all churches so that we will have
over 400 youths attending the conference.
13. May the registration go smoothly, and may you fill the
financial need of all attendees.
14. May you move the heart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for the youth so that they would give toward the
conference for $20,000.
15. Fill the praise team and their praises with the Holy Spirit.
16. May you fill the need of the attendees through the elective
seminars.
17. May the small group times be intimate, and be filled with
encouragements and prayers.
18. May the conference medias be vibrant and heart-moving.
19. May the conference run with unceasing prayers.
20. May the attendees serve their churches well and become the fire
seeds of revival after the conf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