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2018년이 시작된 날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월의 기도 제목을 올려 드릴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간 1월입니다. 

세계 곳곳이 이상 기온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고, 대한민국이 평창 올림픽을 비롯하여 각종 민생고와 사건 

사고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의 위로도 와 닿지 않는 가운데 오직 우리의 위로자이신 하늘 아버지만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내 드리는 2월의 개인과 까보베르데 국가 기도제목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 올려 드리는 까보베르데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2월 기도제목  

* 정직, 순결,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삶이 되도록 

* 이단 종교에 토착화 되어버린 노예들의 후손들이 예수님만 구원자이심을 믿고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 유치원과 사랑마을 아이들을 차세대 예수님을 증거 하는 제자로 잘 양육 시킬 수 있도록 

* 리보네구아 교회에 마치지 못한(보건소, 담장) 작업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재정이  채워지도록 

 

국가 기도제목 

* 가뭄으로 힘들게 농업이 거의 전멸했고 심한 황사 바람으로 어업도 조업을 하지 못하고 바람에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정부가 발표한 “정부 효율 강화 정책”의 일원인 세 개의 새로운 부서(공업, 무역 및 

에너지부, 관광부, 교통 및 해양경제부)의 장관과 부총리 6명의 국무장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12명의 내각이 

20명으로 증원 되었습니다. 

각 부서에 앉은 장관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자들이 될 수 있도록....... 

 

* 부족한 예산으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차관을 들여왔지만 대다수 관광부에서 까보베르데를 서부 아프리카의 

최고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람에 각 부서간의 생긴 갈등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 까보베르데에 오랜 역사를 가진 4개의 이단 종교단체(제칠일 안식교, 몰몬교, 유니버살, 여호와 증인)의 

교인들이 정부 곳곳에서 큰 입김을 내고 있는데 이들이 종교 정책에 관여하지 않도록....... 

 

* Catholicism 의 법이 만들어 낸 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의 수가 3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법을 폐지해 달라고 

개신교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현 정권에 요구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일을 위하여 많은 

힘을 쏟던 브라질 선교사들이 브라질 교계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대거 브라질로 돌아가는 바람에 현지인 

목사들이 이일을 받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일에 올해 안에는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중국의 경제 지원으로 시작된 Casino로 인한 Praia에 일어나고 있는 건축 붐이 까보베르데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을 외면하고 중국 

정부의 이득과 공무원들의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부정부패가 근절이 되도록....... 

 

서부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 까보베르데의 조 남홍, 연섭 선교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