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건축

05/09

기도

화
05/10

통독

새길개혁교회

뒷면에 있는 교회당 건축에 대한 기도정
보 전체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교회당 건축에 관련한 기도 제목 전체를 읽
고 월요일 기도제목으로 기도하자.

민수기 13장

가정 경건회 자료
2022-19호(5월 9일 ~ 5월 14일 ) Family Governor:_____________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더 강해지는 세

기도

상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앞서 행하시
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
히 이기며 살아내게 하소서.

수
05/11

통독

민수기 14장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도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기억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원
망과 불평 대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통독

목
05/12

민수기 15장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

기도

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의 어버지이심을 깊이 알게 해 주소서.

금
05/13

통독

민수기 16장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기도

모든 삶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깨

이번 주간은

닫고 존중하며 겸손함으로 그 질서에 순

교회당 건축준비에 관한 기도
제목을 읽고

종하는 삶을 기쁘게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날로 지내고자 합니다.

토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일예배 찬송을 가족들과 함
께 불러보고, 주일설교 본문을 미리 읽으면서 주일예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당 건축을 위해

05/14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게 될 교우들을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위해서, 설교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건축에 관한 5월 기도회 (2차)

교우들이 교회당 건축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더 크고 더 좋은 더 화려한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한 예배당을 짓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앞에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신과
낙담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목요일.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은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건축 자재비가 이전보다 상승했고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공사를 시작할 때 쯤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을 주셔서 우리가 짓고자 하는 소박한 예배당을 큰 어려움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소서.

월요일.

카운티에서 교회부지 개발계획서를 심의하는 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심의에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카운티의 규정을 따라
심의하되 이땅에 또 하나의 교회건물이 세워짐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심의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유리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화요일.

카운티에서 교회부지에 상하수로를 끌어오는 일이 이미 허락되었지만

파이프를 설치하는 경로를 변경하여 공사비를 줄이려고 카운티에 경로 변경을
요청하여 카운티 담당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이 일을 논의 중에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살펴주시고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정말로 좋고 유익하다면,
카운티 공무원들의 마음을 잘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 유익하고 유리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수요일.

자체 건물이 꼭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주일모임을 개최하고 평일에도 교우들이 모여 교제하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렌트를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예배당 공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므로

금요일.

현 시점에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토목기사인데 토목기사가 처리해야 할 많은 건축 일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당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요셉처럼 지혜롭고 충성되게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카운티
공무원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음으로 부지개발 계획
승인을 빠른 시일에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