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신앙

01/10

기도

뒷면의 신앙생활에 관한 글을 읽고 2022
년도 신앙생활을 함께 계획해 봅시다.
새길개혁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가 2022년
에 전체적인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화
01/11

통독

마가복음 13장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크고 분명

기도

하게 들림에도 몸에 건강과 안전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 더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깨워주소서.

수
01/12

통독

마가복음 14장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을

기도

보며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말씀
을 기억합니다. 좁고 험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목
01/13

통독

마가복음 15장
악하고 혼란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도

부인하며 조롱하며 모욕하는 악하고 미련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소서.

금
01/14

통독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우리의 구

기도

원자가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
의 삶을 통해 증명되기를 소원합니다.

토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일예배 찬송을 가족들과 함

01/15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게 될 교우들을

께 불러보고, 주일설교 본문을 미리 읽으면서 주일예배를
위해서, 설교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길개혁교회
가정 경건회 자료
2022-02호(1월 10일 ~ 1월 15일 ) Family Governor:_____________

2022년도 새길개혁교회의 신앙생활 계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

‘전능자의 그늘’을 통해

2022년도 영적독서

매일 30분간 묵상과

스케줄을 따라 일주일에

기도의 생활을 꾸준히

한 챕터씩 경건서적을

한다.

읽어간다.

3) 가족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
사도행전 10장은 백부장 고넬료의 경건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그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행 10:2).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며 신앙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족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새길개혁교회는 매일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늘 권장하고 있습니다.
1)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생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제일 먼저 교회의 지체로
만드셨습니다(행 2:37~42).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다른
신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일마다 공적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우들과 진정한 이웃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예배를 한 주간의 출발지점으로

주일에 대면하는 모든 교우와 성도의

삼고 다음 주일예배를 목표지점으로

교제를 나누고 평일에 가능한 방법으로

삼고 살아간다.

교우들과 교제하며 함께 살아간다.

2) 날마다 홀로 경건한 생활
주일 이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성실하게 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편리하고 좋은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교회에서 제공하는 가정 경건회 스케줄을 따라
매일 15~20분씩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한 장 읽고 함께 기도함으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4) 매일 선교하는 생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헌상 중의 일부분은 교회를 통해서 해외 선교사에게
보내지거나 지역 교회에게 보내지거나 선교단체에 후원금으로 보내집니다. 이런
점에서 헌상의 생활을 하는 모든 신자는 이미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은 시간을 내서 선교지에 달려가 직접 선교에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길개혁교회는 매일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할 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선교지 정보와 기도 제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 경건회 스케줄에 있는 선교지 정보를 읽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