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
05/14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성경 통독이나 

교리 묵상 가운데 선택해서 해도 좋습니다.

교리 36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매일묵상 134일 새길개혁교회 
가정 경건회

월
05/15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교리 36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매일묵상 135일

선교 뒷면의 월요일 기도제목으로 기도하기

2023-20호(5월 14일 ~ 5월 20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화
05/16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교리 36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매일묵상 136일

선교 뒷면의 화요일 기도제목으로 기도하기

고린도후서 개요

수
05/17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교리 36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매일묵상 137일

선교 뒷면의 수요일 기도제목으로 기도하기

목
05/18

성경 창세기 11장

교리 36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매일묵상 138일

선교 뒷면의 목요일 기도제목으로 기도하기

금
05/19

성경 창세기 12장

교리 36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매일묵상 139일

선교 뒷면의 금요일 기도제목으로 기도하기

토
05/20

교리 36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매일묵상 140일



팬데믹� 이후의� 세상을� 위한� 기도

月.� 3년에� 걸친� 팬데믹으로� 세상은� 이미� 많이� 달라졌고,� 달라진� 세상에� 발�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며� 몇� 걸음� 더� 앞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확고하게� 서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면� 세상이� 강요하는� 변화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구하자.

火.� 3년에� 걸친� 팬데믹으로� 사람과�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일의�
의미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팽배해졌다.� 비대면을� 핑계로� 대면을� 하는�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문화가� 학교,� 교회,� 직장,� 그� 밖의� 많은�
관계� 속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극도의� 개인주의와� 폭�
좁은�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고립� 등이� 심화되어�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크게� 해칠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신건강도� 크게� 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보시고�

우리�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기도하자.
�

水.� 3년에� 걸친� 팬데믹은� 모든� 나라의�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2023년�
현재� 많은� 나라가� 충격적인� 인플레이션과� 은행의� 파산,� 늘어나는� 해고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경기침체로� 두려워� 떨고�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가� 잘� 돌아가서�

경기가� 좋으면� 모든� 것이� 풍요로워� 돈이� 주는� 행복과� 여유�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 급격하게� 세속화된다면,� 그와� 반대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닥치면� 돈이� 떨어질까봐� 두려워� 돈에� 집착하여� 급격하게� 세속화되는데,�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후자의�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세속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木.� 3년에� 걸친� 팬데믹은�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강대국들이�
진영을� 따라� 그룹을� 짓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서로를� 협박하며� 대치하는� 일이�
심화하고� 있다.� 아직은�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약소국을�
실제로� 침략하여� 그곳에서� 대리전쟁을� 하는� 형편에� 이르렀다.� 세계� 3차� 전쟁이�
어느� 지역에서� 금방이라도� 발발할� 수� 있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국제사회� 가운데�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국제�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포악한�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도� 잘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

金.� 3년에� 걸친�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상태가� 조금도�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

그들� 때문에� 더� 나쁜� 세상으로� 변하고� 있고,� 교육가들은�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내겠다고� 하지만� 교육은�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될� 뿐이고,�

종교지도자들은� 종교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이� 세상은� 종교의� 위선� 때문에�
더욱더�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있다.� 이런�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서� 빨리� 오셔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달라고� 간구하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