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09/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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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통독

이번 주간 선교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자.

신명기 25장
저울을 속이는 자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기도

새길개혁교회
가정 경건회 자료
2022-37호(9월 12일 ~ 9월 17일 ) Family Governor:_____________

하나님, 거짓말을 일삼아 사회를 어지럽히
는 자들을 벌하시고 정직이 사회의 기반
이 되게 하소서.

수
09/14

통독

신명기 26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물질을 드

기도

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헌상하는 일이 경배의 중요한 부
분이 되게 하소서.

목
09/15

통독

신명기 27장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의 악에 진노하시고

기도

회개치 않을 때 벌하신다는 사실을 악인
들이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게
하소서.

금
09/16

통독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에

기도

이번 주간에는

서 아무런 보상을 얻지 못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선을 행하
는 일에 전념하게 하소서.

선교지에 관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토

주일예배를 함께 준비합시다~

아프리카의 ‘베냉’을 위한 기도
월요일. 베냉은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며 모든 종교는 예배와 선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타코라의 정령 숭배와 중부와 남부의 종족에 보둔과
오리샤 정령 숭배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공산주의와 이교도로 혼란했던 베냉에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와 대통령 선출로 평화가 정착되었다. 베냉의 대통령과
기독교인 국가 지도자에게 용기와 정직을 주셔서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정치를
실행하여 나라가 안정되도록 기도하자.
화요일. 베냉은 아프리카에서 토착 종교를 믿는 비율이 가장 높아 비이슬람국가
중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나라이다. 기독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 이들을 위해 사역할 전도자가 일어나고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베냉 교회 성장연구소는 2020년까지 2만 개 교회를
개척하는 목표를 세웠다. 베냉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종족에 교회가
세워지는 날을 위해 기도하자.

나이지리아와 토고 사이에 위치한 길고 좁은 국토에 고도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저지대 모래 해안 평원으로부터 북쪽으로 습지대, 호수와 석호가 곳곳에 있다.
평균수명: 61세 언어: 프랑스어, 1인당 GDP: 971달러
경제: 주산업은 농업이며 목화가 GDP의 절반을 차지한다. 인접국 나이지리아가
베냉의 공식적, 비공식적 무역을 독식한다. 공산주의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향하여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1960년에 프랑스에서 독립한 후 7차례의 쿠데타와 마르크스주의 체제를
겪었고 1991년에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이후로 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거를 통해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되었다.

종교: 천주교 33.9%, 기독교 23.6%, 이슬람 22.8%, 보둔(부두교) 11.6%,
토착종교 5.2%, 기타 2.9%

수요일. 베냉에서 정령 신앙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꽤 많은 기독교인이
혼합주의적이고 타협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이들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는 주술사를 찾아 점괘를 치면서도 이것을 문제시 삼지 않는다.
베냉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베냉의 기독교인들이 토속신앙에서 온전히 분리하도록 기도하자.
목요일. 베냉 교회는 지도자 양성이 시급하다. 훈련된 목회자가 부족해서 증가하는
기독교인의 필요에 부응할 수가 없으며 새로운 지도자가 생겨나지도 않고 있다.
베냉의 신학교가 목회자들을 잘 양성하여, 잘 훈련되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혼합주의에 빠진
교회가 아닌 깨끗한 신부와 같은 교회로 변화되도록 기도하자.
금요일. 베냉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가난하고 혼란한 나라에서 자라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가정과
교회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처가 되고 성장의 환경이 되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