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선교

01/17

기도

뒷면에 있는 선교지에 대한 기도정보를

내용을 몇 개 정해서 가족과 함께 기도하
자.

화
01/18

통독

새길개혁교회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선교지에 관련한 여러 기도 제목 중 기도할

레위기 1장

가정 경건회 자료
2022-03호(1월 17일 ~ 1월 22일 ) Family Governor:_____________

우리의 형편을 따라 기쁨으로 구별하여

기도

드리는 헌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세밀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
배합니다.

수
01/19

통독

레위기 2장
하나님께 드렸던 소제에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

소금을 치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깊
은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주소서.

목
01/20

통독

레위기 3장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어 그분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림에 감
사합니다.

금
01/21

통독

레위기 4장
범죄한 인간에게 먼저 찿아오셔서 구원의

기도

길을 여시고 구원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의 그 크고 놀라운 자비하심과 사랑에 감

매주 월요일은

격하며 경배합니다.

선교지에 대한 정보를 읽고

그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고

토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일예배 찬송을 가족들과 함

01/22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게 될 교우들을

화요일부터 금요일에도 선교지에 관한 기도를

위해서, 설교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해 주십시오

께 불러보고, 주일설교 본문을 미리 읽으면서 주일예배를

함께

기도하는

날로 지내고자 합니다.

2022년도 선교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계를 품고 기도합시다

세계인구 : 77억
인종수 : 13,674
지구 면적 : 134,940,000 km²
언어 수 : 6909 개의 언어 (Ethnologue 통계)
종교 : 기독교 32.2%(개신교 8%) 이슬람 22%, 힌두교 13%, 불교 7%,
동양종교 6% 무종교 13%
아프리카 대륙- 58 개의 나라
아시아 대륙- 47 개의 나라
유럽 대륙- 53 개의 나라
북아메리카주 대륙- 5 개의 나라
중남아메리카주 대륙- 49 개의 나라
오세아니아주 - 25 개의 나라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란
위대한 언약 성취의 현장인 세상에 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세계를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
자로서 237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복음을 잃은 나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 지구촌의 모든 나라, 민족을
이웃으로 품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2. 21세기 새 밀레니엄이 시작되고 급격한 세계화를 이루면서
자본의 격차, 정보력의 격차가 커지면서 나라들 사이에서도 개인들 사이에서도
경제력의 양극화가 심화 되었다. 신흥국의 성장으로 세계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거대 자본의 논리로 경영되는 세계 경제에 자본주의 윤리는 점차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논리만 남게 되었다. 브렉시트, 미중간의 경제전쟁, 경제
양극화와 AI, 4차산업 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신자들을 황금만능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3. 20세기에는 공산주의 발호와 몰락이라는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있었고
세계는 탈기독교의 거센 흐름을 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으며
세계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권을
장기집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인 갈등, 군사적인 충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만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문을 계속
열어주시고 교회를 보존하여 주소서.
4.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극복하고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이땅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5. 갈수록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어른 세대가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환영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할 줄 알게 하소서.
6. 지금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을 돕는 협력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손길들이 계속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손길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