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06/27
화
06/28

선교

통독

뒷면에 있는 선교지에 관한 기도정보 전
체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요한복음 5장

새길개혁교회
가정 경건회 자료
2022-26호(6월 27일 ~ 7월 2일 ) Family Governor:_____________

요한복음 5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기도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오
래된 고질병과 같은 고쳐지지 않는 영육
의 병듦을 내려놓습니다. 고쳐주소서.

수
06/29

통독

요한복음 6장
인플레이션으로 세상이 요동치는 이때, 작

기도

은 생선과 적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
는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고 평안
을 끼치며 살게 하소서.

통독

목
06/30

요한복음 7장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는 말

기도

씀을 의지하며 구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
리에게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
서. 기다립니다.

금
07/01

통독

요한복음 8장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기도

아직도 죄 아래 있는지를 생각하며 고백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은혜입니다.”

토

주일예배를 함께 준비합시다~

이번 주간도

열방에 관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열방을 위한 기도 - 피지(Fiji)

종교: 기독교 54.6%, 힌두교 28%, 천주교 9.1%, 이슬람 6.3%, 기타 2%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와 통가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허브,
교통의 요지이다. 피지에는 332개의 섬이 있는데, 대부분은 화산섬이며, 전체 섬
중 1/3은 무인도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풍습의 전통이 있었고, 일부다처제와
권력을 세습하는 강력한 족장 통치의 전통이 있었다. 독립 후 1987년부터 대통령제
공화국이 되었다.

월요일. 피지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정부 기관이 기독교를
타종교보다 선호하거나 특히 감리교에 특권을 부여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반면에
영국 식민지 시기에 인도인을 데려와 식민지 경영에 활용한 결과 인도인과
힌두교도가 많다. 피지에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늘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서 개인과 공동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화요일. 감리교는 토착 피지인 대부분이 믿는 종교이자 150년간 실질적으로 피지의
국교였으나 정치와 밀접해지면서 복음을 훼손할 정도로 달라졌으며 고질적인
인종차별주의, 군사 쿠데타 세력에 영합하여 교회는 분열되었고, 영적 생명력을
잃어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감리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영적 권능과 생명력을 되찾도록 기도하자.
수요일. 피지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도인들이 원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반대로 인도인 입장에서는 그들의 노력이 부당하게 인식된다는 점과 영국인과
피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데 따른 아픔이 있다. 이로 인해 서로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복음에 대해서도 마음을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 잘못을 서로 회개하고 화해하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길 기도하자.

경제: 관광업과 제당업을 기반으로 대양주에서 경제가 가장 잘 개발된 나라이다.
피지는 세계에서 1인당 원조가 가장 많으나 예산은 부족하고 무역은 적자이다.
인도계가 상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권이 없어 장기적 안정이 보장이
안되어 이민으로 고급 인력 유출되는 문제가 있다.
정치 : 1874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1970년 독립하였다. 원주민과 인도계
이주민 사이의 갈등이 사회 불안 요인이다. 1987년에 두 차례의 쿠데타 후
공화정을 수립했으나 이후 2000년, 2006년에 쿠데타 발발했고. 2010년에 종료되며
국가가 정상화되었다.

목요일. 피지의 대표적 미전도 부족인 인도계의 힌두교, 시크교도, 펀잡족,
구자라트족, 또 무슬림 공동체가 커지고 있는데 이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고, 인도계의 30%만이 기독교인이다. 무슬림과 인도인들이 그들의 본토와 종교를
떠나 기독교적 환경으로 이주하여 사는 동안 영적 관심과 그리스도께 대한 갈망이
커져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기도하자.
금요일. 현재 피지에서 선교 사역을 진행 중인 모든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피지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피지에 훌륭한
선교사들을 계속 보내어 주셔서 성경적인 신앙이 피지에 널리 퍼지고 성경에 좀
더 충실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