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08/01

선교
통독

체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새길개혁교회
가정 경건회 자료

신명기 1장
자기 백성 앞에서 행하시며 사람이 자기

화
08/02

뒷면에 있는 선교지에 관한 기도정보 전

2022-31호(8월 1일 ~ 8월 6일 ) Family Governor:_____________

아들을 안음같이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도

을 모세가 후손에게 말했듯이 우리도 험
난한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수

통독

08/03

기도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
시고 복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드러
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통독

신명기 3장
“힘 있는 대적을 두려워 말며 무장을 하

목
08/04

신명기 2장

고 형제의 선봉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기도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장된 군인으로 서
있는지, 형제의 선봉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지, 우리 모습을 보여주소서.

통독

금
08/05

신명기 4장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미 구원 받

기도

구원받은 우리도 주의 규례와 법도를 준

주일예배를 함께 준비합시다~

선교지에 관한

기도 제목을 읽고

고 준행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미
행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은혜 주소서.

토

이번 주간에는

은 백성에게“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메리카 대륙의 퀴라소(Curaçao)를 위한 기도회
월요일.

퀴라소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카리브해 국가 중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에 해당하는 퀴라소가 가난에 다시 빠지거나 탐욕에 노예가 되는
일이 없이 안정된 삶 가운데서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은 섬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자.

화요일.

퀴라소에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으나 명목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이 많다.
미신과 유사 기독교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퀴라소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믿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퀴라소에 있는 교회들과 기독교인들부터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수요일.
베네수엘라에서 북쪽으로 60㎞ 떨어져 있는 섬으로 네덜란드왕국의 구성국이다.
경제: 천연자원은 없고, 인구밀도가 높다. 제조업, 무역, 관광산업이 주 수입원이다.
자유 시장경제로 카리브해 국가 중 국민소득이 가장 높다.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문제가 과제이다.
정치: 1954년에는 네덜란드 왕국 헌장과 헌법 개정을 통해 식민지가 아닌
네덜란드와 동등한 지위의 지역으로 외교 및 국방을 제외한 분야에서 퀴라소는
완전한 자치권을 누리게 된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는 2010년 10월 10일을
기해 해체되었으며, 현재 네덜란드왕국은 네덜란드의 본토와 카리브해의 3 지역
아루바, 신트마르턴 그리고 퀴라소로 이루어져 있다.
종교 : 천주교 56%, 기독교 33%, 무종교 8%, 토속종교, 기타 3%

퀴라소의 토착 언어인 파피아멘토어로 번역된 성경이 1997년에

출간되었다. 이 토착 언어 사용자들에게 성경이 더 보급되고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글을 읽고 쓰게 됨으로써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종교적인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퀴라소에 넓게 퍼지도록 기도하자.

목요일.

퀴라소에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은 효과적이고 중요한 전도 수단이다.

파피아멘토어와 네덜란드어, 영어로 FM, 중단파를 통해 방송된다. 카리브해 복음
네트워크는 문화적·지역적으로 적절한 뉴스와 음악, 성경 말씀 등 기독 프로그램을
전 지역으로 방송하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선교의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하자.

금요일.

퀴라소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섬나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퀴라소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퀴라소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