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10/17

선교
이번 주간 선교지에 관한 정보를 읽고 
선교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자.

새길개혁교회�

가정 경건회 자료
화
10/18

통독 사도행전 9장

기도
아버지, 우리 교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
는 모든 연약한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
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기를 구합니다. 

2022-42호(10월 17일 ~ 10월 22일 ) Family Governor:___________

수
10/19

통독 사도행전 10장

기도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
니다. 

이번 주간에는 선교지에 관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목
10/20

통독 사도행전 11장

기도
초대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을 주소서

금
10/21

통독 사도행전 12장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 하더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토  주일예배를 함께 준비합시다~



오세아니아� 대륙의� 섬나라� ‘왈리스푸투나’
(Wallis� and� Futuna� Islands)를� 위한� 기도

� � � 면적� 274㎢,� 프랑스령� 섬나라이다.� 왈리스푸투나는� 1767년� 영국인� S.월리스에�
의하여� 발견되었으나� 1842년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고� 1959년� 해외� 영토,�
2013년� 해외� 집합체가� 되었다.� 국가원수는� 프랑스� 대통령이며,� 총독과� 자치주�

수장도� 있는� 프랑스� 해외영토로서� 독자적인� 법률과� 자치권을� 가진� 3개의� 왕국으로�
구성되었다.� 주민의� 대부분은� 폴리네시아인이다.� 본토� 인구와� 맞먹는�

왈리스푸투나인이� 이웃� 프랑스� 해외영토인� 뉴칼레도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

경제� :� 주로� 프랑스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체� 섬의� 5%만이� 경작할� 수� 있다.�
어업권,� 코코넛과� 인력� 수출을� 통한� 수익에� 의존한다.� 1인당� GDP� :� 12,640달러

정치� :� 2003년까지� 프랑스� 해외령이었고,� 지금은� 프랑스의� 해외� 집합체(독자적인�
법률이� 있음)가� 되었다.� 통일되지� 않은� 3개의� 왕국� 즉,� 왈리스섬의� 우베아� 왕국,�
푸투나섬� 동쪽의� 알로� 왕국,� 푸투나섬� 서쪽의� 시가베� 왕국으로� 구성되어� 3명의�

국왕이� 존재한다.�
종교� :� 천주교� 96%,� 기독교� 3%,� 기타� 무종교� 1%

월요일.� 왈리스푸투나는� 천주교만� 승인하며,� 압도적� 다수가� 천주교� 신자�
이다.� 거의� 모든� 국민이� 천주교회에� 출석한다.� 뉴칼레도니아에서� 온� 오순절교회�
선교사의� 헌신으로� 복음주의� 교회와� 신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칼레도니아�

선교사연합회(Action� Missionaire� Caledonienne)는� 여러� 명의� 뉴칼레도니아인�
선교사를� 왈리스푸투나� 제도로� 보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새신자가� 생겨났다.�

태평양의� 섬� 주민들이� 다른� 태평양의� 섬나라� 주민에게� 타문화� 전도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놀라운� 발전-선교와� 전도하는�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도록�

기도하자.�

화요일.� 천주교회와� 폴리네시아� 문화.� 사회� 구조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탓에�
기독교� 신자는� 생명력을� 지닌� 신앙인이라기보다� 외적인� 것에� 더� 치우쳐� 영향을�
받는다.� 왈리스푸투나인들이� 참� 복음을� 깨닫고,� 신앙의� 체험과� 증거를� 갖도록�

기도하자.�

수요일.� 고향을� 떠나� 이웃한� 프랑스� 해외� 영토인� 뉴칼레도니아에� 정착해� 사는�
왈리스푸투나인들이� 많다.� 본토� 친척으로부터� 일자리를� 찾아� 떠나� 많은� 사람이�
마약� 중독이라는� 악순환에� 빠진다.� 타국생활의� 외로움과� 경제난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 그들이� 제자로� 서서� 고향� 왈리스푸투나의�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기도하자.

목요일.� 태평양� 섬나라에� 만연한� 주술과� 토속� 신앙의� 흑암� 속에� 사는� 그들에게�
천주교회가� 해답을� 주지� 못하며,� 명목적� 종교인으로� 사는�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우는� 전도� 운동을� 일으켜�
오세아니아주� 14개� 나라에�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기도하자.�

금요일.� 복음� 메시지� 자료가� 거의� 없다.� 최근에� 푸투나어로� 된� 성경이� 출간되었고,�
윌리스/우베아어로� 된� 성경은� 일부� 밖에� 없다.� 성경� 외의� 모든� 언어의� 복음� 자료는�
부족하다.� 따라서� 신자들이� 기독자료를� 읽거나� 듣기� 위해서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땅의� 복음의� 빛을� 발하고� 말씀� 위에� 나라와� 개인의� 삶을� 세우도

록� 말씀과� 풍성한� 복음� 메시지가� 공급되도록� 기도하자.�

<출처_� 237� 나라� 기도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