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위한 기도문

지금부터 축복권을 가진 부모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선포 기도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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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리 은혜 교회

여호와는_______에게 복을 주시고 _______ 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_______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_______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 6: 24-27)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 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_______위에 임재하시사 _______ 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옵시고

(사 11:2-3)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얻어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게 하옵시고 그 길을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잠 3:16-17)
 

주여! 야베스에게 주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_______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_______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_______을 도우사 

_______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대상 4:10)
 

여호와께서 _______ 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_______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 12:2)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_______ 을 복을 주며, 

번성케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 6:14) 하셨으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_______ 은 (는) 하나님의 자녀 로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사로써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God Given Prayer For Your Child

FROM THIS MOMENT ON, A PROCLAIMED BLESSING PRAYER IS PROVIDED TO THE

PARENTS WITH RIGHTS TO THE BENEDICTION OF THE BLESS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Lord bless _____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_____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_____ and give you peace.  

So they will put His name on  _____ and He will bless them.  

(Numbers 6:24-27)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on _____, the Spirit of wisdom and of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of power,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the fear of the Lord

and _____will delight in the fear of the Lord. 

(Isaiah 11:2-3)

 

Oh, God of Israel! Bless _____ as you have blessed Jabez and enlarge ____’s territory! 

 Let your hand be with _____, and keep _____ from harm 

so that _____will be free from pain and grant ____’s request.  

(1 Chronicles 4:10)

 

The Lord will make _____ into a great nation and will bless _____, 

 And make ____’s name great, and  _____ will be a blessing. 

(Gen 12:2)

 

Proclaiming in Jesus’ name, let _____ enjoy the authority 

as God’s child and an ambassador, and deliver God’s ministry.  

 

We bless you and pray for you in Jesus’ nam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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