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06/20

건축 뒷면에 있는 교회 건축에 관한 기도정보 
전체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새길개혁교회�

가정 경건회 자료

화
06/21

통독 요한복음 1장

기도

칠흑 같은 깊은 어둠과 악한 시대를 헤매
며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오셔서 환하게 길
을 비추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
녀로 살게 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
스도를 사랑합니다.

2022-24호(6월 13일 ~ 6월 18일 ) Family Governor:_____________

수
06/22

통독 요한복음 2장

기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삼키리라는 
말씀이 왠지 공허하게 와닿는 주님을 위
해 열심을 내지 않는 요즈음의 시대가 더
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주간도 열방에 관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목
06/23

통독 요한복음 3장

기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한 단어 하나하나 
더 깊이 풍성하게 이해하고 말씀의 능력
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금
06/24

통독 요한복음 4장

기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생하도록 솟
아나는 샘물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예수 그
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
고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토
06/25

 주일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



교회당� 건축에� 관한� 기도회� (4차)

�

월요일.� 카운티에서� 108번� 도로를� 확장할� 때� 교회� 입구� 부분을� 공사해� 주지�
않으려� 하고� 교회부지에� 상하수도를� 끌어오는� 일도� 카운티의� 다른� 생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두� 가지� 일� 모두� 잘�
해결되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막히는� 일들이� 있겠지만� 이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화요일.� 6월� 17일에� 교회부지� 개발계획서� 수정안을� 카운티에� 제출하였습니다.�
카운티의� 요구� 사항을� 잘� 반영하여� 제출한� 만큼� 카운티� 담당� 공무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 부지� 개발계획서를� 이른� 시일� 안에� 좋은� 마음으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토목기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민첩한� 마음을� 주셔서�
카운티의� 담당자들과� 의사소통을� 잘� 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받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수요일.�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건축� 자재비가� 이전보다� 상승했고�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친히� 가로막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상황이� 아닌� 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교회당� 건축을�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목요일.� 교회당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목사와� 교우들이,� 건축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든�
과정을� 하나둘씩�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요즘� 같은� 시대에� 맨땅에� 건물을�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아무도� 이� 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긴장도� 많이� 하고� 염려에� 빠지기� 쉬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안한�

마음을� 토닥여� 주면서� 함께� 믿음으로� 일을� 진행하게� 하소서.

금요일.� 교회부지� 개발계획서가� 승인될� 가능성이� 짙어지면� 건축사가� 건물도면을�
자세하게� 그리기� 시작할� 것인데,� 건축사가� 그� 일을� 잘� 진행하여� 빌딩� 퍼밋을�

카운티로부터� 쉽게� 얻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건축� 자재의� 가격도� 하락하고� 공급망도� 회복되어� 실제적인� 공사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2023년�
봄에는� 작고� 소박하지만� 아름답고� 소중한� 예배당을� 지어�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