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12/05

선교 뒷면에서 선교지 상황을 읽어보고 월요
일 기도제목으로 기도하자.

새길개혁교회�

가정 경건회 자료
화
12/06

찬송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기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지내는 교우
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한 해를 회계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하
소서.

2022-9호(12월 5일 ~ 12월 9일 ) Family Governor:___________

수
12/07

찬송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기도
연말을 지내는 교우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선물이고 우리의 삶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번 주간에는 선교지에 관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목
12/08

찬송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기도
연말을 지내는 교우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며 영화롭게 하는지를 점검하고 회
개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금
12/09

찬송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기도
연말을 지내는 교우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
게 하소서.

토  주일예배를 함께 준비합시다~



아메리카� 대륙의�
터크스케이커스(Turks� and� Caicos� Islands)를� 위한� 기도

면적� 500㎢.� 서인도제도의� 바하마� 남동쪽에� 위치한� 30개의� 산호
섬으로� 된� 군도로서� 영국의� 해외� 영토이다.� 섬의� 초기� 거주자들은� 수세기� 동안�

아라와크� 족을� 포함하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었으나,� 점차� 카리브인으로� 바뀌었다.� 1512년�
섬을� 처음� 발견한� 유럽인은� 스페인� 후안� 폰스� 데� 레옹이었다.� 16~18세기� 동안에는� 스페인,�

프랑스,� 영국� 3국이� 차례로� 지배했으나� 정착하지는� 못했다.�

오랫동안� 그곳은� 해적� 은신처가� 되었고� 1680년경� 버뮤다의� 소금� 업자들이� 터크스� 제도에�
정착했다.� 1765~1783년� 프랑스� 점령하에� 놓였고� 미국� 혁명� 후� 많은� 정치인들이�

케이커스제도로� 달아났다.� 1799년엔� 터크스와� 케이커스� 제도가� 바하마의� 일부로서� 영국에�
합병되었고� 1973년� 바하마가� 독립하면서� 분리되었다.� 1982년� 독립� 결정이� 났으나,� 취소하여�

현재� 영국의� 해외� 자치속령이다.

� � � 인구� :� 42,953명(아프리카계� 90%,� 유럽계-아메리카인� 10%)
평균수명� :� 75세� � � 언어� :� 영어� 전체언어� 2

1인당� GDP� :� 29,100달러

경제� :� 관광업,� 역외� 금융� 서비스,� 어업이� 주요� 수입원이다.� 이� 군도는� 불법� 마약�
밀매� 지역이자� 돈세탁� 장소라는� 불행한� 역사가� 있다.�

정치� :� 영국� 본국에서� 파견된�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체제이다.� 과거� 총리를� 행정부�
수장으로� 하는� 자치정부가� 존재했으나� 총리의� 부정� 축재로� 인해

2009년� 8월� 이후� 총독의� 직접� 통치체제로� 되돌아갔다.�

종교� :� 기독교� 84%,� 천주교� 7%,� 무종교� 6.6%,� 토속종교� 2.4%�

월요일.�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는� 오랫동안� 외국의� 침탈에� 시달린� 상처가�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섬�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민족적인� 상처가� 아물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며�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기도하자.

화요일.� 터크스케이커스� 인구의� 대부분이� 개신교인데� 그� 가운데� 침례교가� 41%로� 가장� 큰�
교단이며,� 영국성공회도�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교회들이� 개신교의� 개혁적인� 신앙으로,�

전도중심의� 건강한� 교회로� 섬을� 복음� 문화로� 이끌도록� 기도하자.�

수요일.� 조세� 피난처로서� 돈세탁과� 검은� 경제의� 온상이� 되고,� 점점� 증가하는� 향락산업,�
불법� 마약� 밀매가� 성행하여� 섬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기독교� 가치관이� 도전받고� 있다.� 교회가� 성경적� 신앙과� 삶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목요일.� 많은� 이주민이� 유입되고� 있는데� 대부분� 아이티에서�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이다.�
이주민� 수가� 원주민이나� 이� 나라� 국민의� 수를� 넘어서고� 있다.� 교회가� 이주민과� 다민족�
전도의� 거룩한� 부담을� 갖고� 성경적인�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을� 나누도록� 기도하자.�

금요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25%와� 아이티에서� 온� 난민은� 사회의�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교회가� 복음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난한�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치유와�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젊은이� 청소년� 후대와� 다민족을� 전도하고� 훈련하여�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