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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my beloved brethren,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your labor is  

not in vain in the Lord.  
I Corinthians 15:58 NKJV 

100% of the offering  
will go directly to  

mission and ministry 
work in the  

사역상황 사역상황 

유학생 사역 
475  명의 유학생 

344  명의 신입생들의 점심식사 참여 (매주) 
75    명의 신입생 글로벌 카페 

97     명의 신입생 영어 클라스 

침례교 대학생 사역 
719 명의 대학생 캠퍼스 사역 

52  명의 대학생들의 전도사역 

105 명의 대학생들의 성경공부 

43 명의 지역사회의 사역 과 선교 

45 명의 리더싶 훈련 

수 니시카와 하와이주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사역 

하와이 여선교회  유학생 사역 

선원선교 사역   침례교 대학생 사역 

재난구호 사역   하와이 지방회 사역 

전도 사역   캠프 사역 

하와이 침례 아카데미 (HBA) 웨이랜드 침례 대학 

수 니시카와 하와이주 선교헌금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 훈련하

고 여름성경학교 와 전도사역 등 여러 사역에 쓰여진다.. 

선원선교 사역 
150  명의 선원참석 

55    원양 어선 입양 사역 

12    개의 교회가 선원선교 참여 

지난 2년동안 150 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고 25 
명이 침례를 받음 

For more information on these and many 
other ministries helped by the Sue Nishikawa 
Offering, go to hpbaptist.net/suenishikawa 
for their stories and videos. 



일요일 – 첫째는 순종!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

이는 자가 되지말라”  야고보서 1:22 

하나님께 기도하기: 
“우리의 초점을 개선하고 그의 안에 거하도록” (요 15:4)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나누는 오늘이 되기를” (엡 

6:19)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도록” (야 1:5)  

 

월요일 – 전도사역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

한 모든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 

기도제목: 

“주위에 있는 불신자를 위하여” (엡 1:19) 

“우리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위해서” (행 1:8)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위하여” (막 16:15-16)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제자를 삼게하시길 위해

서” (마 28:19-20) 

 
 
 
 
 
 

화요일 – 구제 사역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니라”  (엡 6:7-8) 

하나님께 기도하기: 
“각양 받은 은혜대로 봉사하기” (벧전 4:10)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위하여” (고전 9:19-23) 

“특별한 사역으로 봉사하는일을 위하여” (마 25: 35-40) 

 수요일 – 교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찌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

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찌니라 하시는도다” (시 82:3-4) 

하나님께 기도하기: 
“가난한 자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히 13:16) 

“가난한 자들을 돕는 방법을 위하여” (요일 3:17) 

“학용품이나 과외공부를 통한 극빈아이들을  돕는 방법을 

위하여” (막 9:36-37) 

 

목요일 –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

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 (시102:18) 

기도제목: 

“침례교 대학생 사역을 위하여” 

“방학동안 대학생들의 지역사회와 세계선교를 위하

여”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위하여” (히 13:2, 레 19:33) 

 

 

 

금요일 – 교회의 회복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모

든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고전 16:13-14) 

교회를 위한 기도: 

“사랑을 회복하고 푯대를 향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빌 3:12-14) 

“서로 돌아보는 사랑 “ (히 10:24-25) 

“교회에 회복과 덕을 세우는 일” (살전 5:11) 

토요일 – 재난구호 사역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

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막 9:41) 

남침례교 재난구호 팀들은 피해받은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돕기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필요에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어떻게 남침례교회의 재난 구호팀들과 함께 일할수 

있는지 기도하기” 

 

일요일 – 교회개척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
니라” (행13:3) 

기도제목:  

“하와이 주총회 안에 있는 새롭게 개척 되어진 9 개의 교회

들을 위하여” 

“새롭게 개척 되어질 8개의 교회들을 위하여” 

“ 교회개척을 위해 더 많은 협력 사역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우리 개개인과 가족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운 교회개

척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위하여”  

수 니시카와 하와이주 선교헌금 기도 안내서 

수 니시카와 여사  

수 니시카와 는 선교사역의 

상징적인 여성입니다.  수 니

시카와의 여 선교회와 선교사

역을 기념하는 뜻으로 1981년

에 하와이 주 선교헌금을 “수 

니시카와 선교헌금” 이라고 

명칭했습니다.  니시카와는 

2004년에 소천하였지만 여사

의 선교유산은 살아 있습니다.  니키사와 여사에 대

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pbaptist.net/suenishikaw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