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월의  아이티 기도편지 

모두 평안 하신지요? 

 컴퓨터 도난으로 이제야 편지를 보냅니다 

작년 8 월에 아내가 응급실에 다녀 온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이티를 떠날 

때가 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여 주시고 작년 11 월에 거의 

동시에 3 개교회의 단기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후에 이곳의 변화는 제가 무슨 말로도 말씀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건강도 놀랄 

만큼 좋아졌습니다. 너는 잠잠히 순종하며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늘 기도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학교의 변화 

 여름 단기사역팀으로 다녀간 고등학생들로 부터 아이티 어린이들을 돕게다고 시작 된 

NGO (youthempoweringnation.org)에서 후원이 시작되었는데, 그후 선생님들의 열정도 

살아나고, 오후에 방과 후 학교로 성경공부를 3 학년부터 6 학년까지 매일 1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구하여지면 컴퓨터 교육, 영어교육도 시작 하려고 합니다 

                      

All nations mission church 가 다녀 가면서 secondary school (중 고등학교)설립에 대하여 

의논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에는 secondary school 이 없어서 초등학교 까지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교가 시작이 되면 젊은이들에게 예수제자훈련을 같이 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수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허술하게 지어진 건물과, 학생수에 비하여 턱 없이 부족한 

교실로 인하여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은혜와 진리교회(NJ)에서 $6,000 을 보내 오시고, 



 New Life Church(CA)의 성전을 건축한 팀이 아이티에서 NGO 로 아이티인들에게 

건축기술교육과 고아원 건물을 지어 주고  있는데,  이 팀이 곧 사역지를 방문하여 학교 

건물과 미션 센터 완공을 위하여 의논 할 것입니다. 

 

2. 예배의 변화 

정수공장 때문에 발전기를 구입하였는데, 등을 밝힐 수가 있게 되면서, 새벽 4 시에 

새벽기도회가 시작 되었습니다. 1 시간 30 분드리는 예배, 30 여명 참석,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  어떻게 표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기가 들어 오지 않는 지역 입니다)                                                                                   

    

등이 밝혀 지면서 단기팀들이 오실 때마다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 깨끗한 물 공급으로 인한 변화 

정수공장이 작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수인성질병으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웃 마을 들에서도 많이들 오셔서 물을 사가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부두교에 찾아 가던 발걸음이 많이 줄어 들어서 질병 치료비로 부두교에 

빼앗기던록 식량과 저주에서 돌아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마을에 물 대리점을 설치하여 그  수입으로 졸업생들에게  

교회를 개척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것 입니다 

 

기도제목 

1. 성령의 역사함이 강 할수록 사탄의 유혹도 강하여 집니다.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적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2. 저희 부부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요 

3. 중학교 설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4. 좋은 컴퓨터 선생님이 구해지도록 

 

유경민/유재한 선교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