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Invitation 
2019년 6월 13일 

 

모잠비크 
 
 

전세계에 있는 YWAMer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사이클론 이다이(Idai)가 지난 후의 모잠비크 베이라(Beira) 

사진 크레딧 : 적십자(The Red Cross) 

 

2019년 3월 14일, 3개의 사이클론이 모잠비크에 상륙했습니다. 6주 후인 4월 25일에는 또다른 

사이클론이 전보다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한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사이클론 전후로 내린 많은 비는 

모잠비크의 이웃 국가들인 짐바브웨와 말라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달의 YWAM 국제 기도의 

날에 함께하셔서 모잠비크의 사람들, 이웃 국가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복음 전파자들과 구제 

사역자들과 YWAMer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UN의 인도지원국(OCHA)에 따르면 사이클론 이다이는 1,85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모잠비크의 4개 이상의 주에서 최소 130,000명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최소 

112,000개의 집들이 손상되었거나 완전히 파괴되었고, 최소 715,000 헥타르의 농작물이 추수가 

시작될 시기에 파괴되었습니다. 400,000명 이상이 식량 지원을 받았고, 베이라에 있는 10,000명의 

사람들에게는 간편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잠비크에서만 집계된 사망자 수가 750명을 

넘었습니다. 사이클론 이다이 가운데 생존한 한 YWAM 자매의 눈을 통해 바라본 그곳의 이야기를 

보세요 : https://www.bbc.co.uk/newsround/47828862 

 

베이라와 돈도(Dondo)에 있는 YWAM 베이스는 이다이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고, 전략적으로 

지역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라위의 블랜타이어(Blantyre) YWAM 베이스 또한 

이웃들을 돕고 있으며 많은 것들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YWAM 

뮈젠버그(Muizenberg) 베이스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리자의 역할을 맡아, 들어오는 후원과 자원을 

사용 및 보급하고 이번 달부터 다른 YWAM 베이스들과 협력하여 지역의 재건을 돕는 일들을 

조정하고 시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남아프리카의 YWAM 리더들은 저희가 식수, 식량, 주거지와 의료 보급품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행동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 재건을 위한 팀 파송 등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은 The Invitation의 행동으로 옮기세요 섹션을 참고하세요. 
 

YWAM 국제 기도의 날, The Invitation과 함께하셔서 모잠비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특히 기도의 

날로 지정한 6월 13일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초청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짧으시다면 YWAM 베이라와 

YWAM 돈도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이 

모잠비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떤 마음을 받으셨는지에 대해 듣기를 원합니다. 

prayer@ywam.org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모잠비크 피해 상황 

사진 : YWAM 뮈젠버그 

https://www.bbc.co.uk/newsround/47828862
mailto:prayer@ywam.org


기도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세요 
 

예레미아애가 3장의 두 부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아애가 3:54-58)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뢴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예레미아애가 3:22-26) 

 

기도 모임을 인도하실 때에, 위의 구절들을 프로젝터를 통해서 띄우거나 종이에 인쇄하여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구절을 돌아가며 읽거나, 한 사람이 전체를 읽는 

방식으로 총 3번 반복하여 읽으세요. 

 

첫 번째로 읽을 때에는 눈에 띄거나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2-3분 동안 

그 단어나 구절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을 나누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위 구절들을 통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하도록 

초청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은 앞서 나눈 내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엇을 하도록 초청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초청하고 계시나요? 당신이 

믿음의 한 걸음을 떼도록 초청하고 계시나요?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도록 초청하고 계시나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노트에 적으세요. 
 

마지막으로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바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또 어떤 행동으로, 어떤 

태도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모잠비크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 이것에 대한 생각 또한 

나누는 시간을 짧게 가져도 좋습니다. 

 



  
 
 
 
 
 
 
 
 
 

 
사이클론의 영향을 받은 모잠비크의 YWAM 베이스와 사역들 

사진 : YWAM 뮈젠버그 

 

모잠비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사이클론 이다이와 케네스(Kenneth)로 인해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소망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삶의 폭풍우를 맞은 사람들이 이 시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다이는 추수가 시작될 시기에 모잠비크를 강타했습니다. 다음 농작물의 

추수가 이뤄질 때까지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사업, 건물, 농장들이 다시 세워져 이 땅에 더 풍족함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사람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폭풍 또한 지나고 있습니다 : “제가 많은 
것을 잃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 두려워서 울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Shephen Mbewe, 전 YWAM 마로메우(Marromeu) 베이스 리더 

 

 

 RescueNet 과 Mercy Air와 같이 필요한 자원과 보급품을 공급하는 다른 

단체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들의 섬김이 경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YWAMer 중 그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일차적으로 들어온 재정 후원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베이라의 학교와 고아원, 돈도의 유치원과 보건소와 같은 YWAM 사역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모잠비크에는 아직도 재건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YWAMer 들이 

나서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YWAMer 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계속해서 

자원 봉사자들과 자원이 공급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상담이 필요한 YWAMer 들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YWAM은 이 지역에 견고한 사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이 이미 이 

지역에 이룬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미래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YWAM 뮈젠버그 베이스를 통해 필요한 자원이 좋은 판단 아래 모잠비크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여러가지 우선순위의 충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교육 과정이 계속 

진행되도록 현재 대피소로 쓰이는 학교에서 사람들을 내보내고자 하지만 현재 

다른 임시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원 단체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재난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필요가 해결되기를 기도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쳤던 도시 베이라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보급품은 제한된 

수량 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적절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보급품이 분배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 재난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교육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학교가 

파괴된 곳에 속히 학교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사이클론으로 인해 식수 공급, 의료 시설, 전기 공급, 경찰, 우편과 다른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었습니다. 일부는 아직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온전히 복구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깨끗한 수자원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질병의 위험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이미 질병에 걸린 이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재정착 지역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과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모잠비크의 재건을 위한 준비 

사진 : YWAM 뮈젠버그 

 

행동으로 옮기세요 
 

 후원하는 것을 고려해주세요. 문의할 것이 있으시다면 msidai@ywammuizenberg.org 로 

YWAM 뮈젠버그에 연락하세요: 

o 페이팔 (Paypal) : finance2@ywammuizenberg.org 

o 후원 송금 : 

 계좌 이름 (Account Name) : Youth With A Mission NPC 

 은행 (Bank) : FNB 

 계좌 번호 (Account No) : 62544019997 

 지점 번호 (Branch Code) : 200409 

o 국제 후원 송금 (위도 참고) : 

 국제 은행 식별코드 (Swift Code) : FIRNZAJJXXX 

 은행 번호 (Clearing Code) : 250655 

o YWAM 뮈젠버그 우편 : 

 Youth With A Mission NPC 

 19 Alexander Rd 

 Muizenberg 

 7945 

 Cape town 

mailto:msidai@ywammuizenberg.org
mailto:finance2@ywammuizenberg.org


 대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 

https://www.ywam.org/blog/2019/03/26/response-to-cyclone-idai-in-

mozambique/ 
 

 남아공의 YWAM 뮈젠버그로 오시거나 팀을 꾸리고자 하신다면 연락하세요: 

msidai@ywammuizenberg.org   

o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더러워지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o 트라우마 상담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많은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상담 팀을 환영합니다. 

o 건축, 수리 팀을 초청합니다. 당분간 이곳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 팀과 개인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도시의 재건을 위해 계속해서 재정으로 후원해주세요. 
 

 기도 : 

o 재난에 영향을 받고 정신적인 충격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주세요. 

o 꾸준히 모잠비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을 계신 곳에서 만들어주세요. 
 

 모잠비크에 대해서 더 알아보세요 :  

https://geology.com/world/mozambique-satellite-image.shtml.  

그리고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재난에 얼마나 대비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웃 국가가 재난을 겪을 

때 어떻게 우리 지역이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리더와 이야기해보세요. 재난 대비 계획이 

필요하다면 세우세요. 

 
 돈도와 베이라를 서쪽 해안에서 찾아보세요 

출처 : Geology.com 

https://www.ywam.org/blog/2019/03/26/response-to-cyclone-idai-in-mozambique/
https://www.ywam.org/blog/2019/03/26/response-to-cyclone-idai-in-mozambique/
mailto:msidai@ywammuizenberg.org
https://geology.com/world/mozambique-satellite-image.shtml


 

 만약 기도와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The Invitation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paryer@ywam.org 로 연락주세요. 현재 저희는 행정/코디네이터; 사진/영상 촬영자; 

리서처; 그리고 프랑스어와 인도네시아어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facebook.com/youthwithamission 에 사진을 달거나 댓글을 달아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공유해주세요. 
 

 twitter.com 에 들어가셔서 #praywithywam을 검색하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사진과 

트윗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도 #praywithywam 해시태그를 사용하셔서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prayer@ywam.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위구르족을 위한 기도 준비 

사진 : YWAM 치앙라이(Chiang Rai, 태국) – Matthew Thompson 

 
 

 

mailto:paryer@ywam.org
mailto:prayer@ywam.org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19년 5월 – 위구르족 

 

 prayer@ywam.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려주세요. 
 

 태국의 YWAM 치앙라이 베이스는 위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 중 하나는 복음이 위구르족이 있는  수용소 가운데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2년 동안 죄수들과 간수들과 방문자들과 시저의 

가정에게 복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이 퍼져나가길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2:23-

24와 3:7-8; 시편 146편; 고린도전서 10:4-5를 가지고도 기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오투크보(Otukpo) YWAM 베이스도 기도 보고를 했습니다 : “위구르족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다시 확신 시켜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용소를 운영하는 공산주의 정부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힘을 얻어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캐나다의 YWAM 던햄(Dunham), 퀘백(Quebec) 베이스는 어둠과 억압 아래의 사는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기 위해 어둡고 춥고 습한 지하로 들어간 시간을 

보고했습니다. “매번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빛을 나타내는 

의미로 촛불을 하나씩 켰습니다.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을 통해서 위구르족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들은 저번 달 국제 기도의 날부터 꾸준히 

기도해왔습니다. 
 
 
 

미래 주제들 
 
 

7월 11일: 중앙 유럽 
 

8월 8일: 인신 매매 
 

9월 12일: 힌두교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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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itation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 소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신청하세요. ywam.org으로 들어가 “Stay Connected” 

항목을 클릭하고,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한 후 “Sign Up” 항목을 클릭하세요. 
 

 ywam.org/theinvitation 에서 기도 소식을 여러분의 언어로 다운로드 하세요 (현재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한국어가 있고 다른 언어 또한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이끄시고 계신지에 대해 나누세요. 매달 2번째 주 

목요일에 facebook.com/youthwithamission 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트위터에서 

@ywam으로 해시태그 #praywithywam을 달아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도 같은 

해시태그 #praywithywam을 사용하여 게시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 
 

 The Invitation을 팟캐스트로 들어보세요. ywampodcast.net/prayer 에서 신청하여 

에피소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YWAM의 기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인도하심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rayer@ywa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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