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11일 – 초대 (The Invita0on)  

주제: 아이티(Hai0) 

전 세계의 YWAMer들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산과 사람들의 땅 

사진출처 (왼쪽에서부터): YWAM Port au Prince, YWAM Soccer Ministry 

자원과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한때 “앤틸리스 제도의 진주"로 알려졌던 아이티는 현재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 초기에 아이티는 설탕, 커피, 인디고, 카카오, 목화 생산의 선두 주자였습니다. 
아이티는 또한 많은 아름다운 산과 사람들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오늘날 아이티는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 시민 불안, 
범죄, 극심한 빈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에 아이티에 사는 1,140만 명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18 달러로 살았
습니다 (www.worldbank.org). 

http://www.worldbank.org


YWAM은 아이티에서 34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Port au Prince, Saint Marc, Les Cayes, The Cap-

HaiNan, Port de Paix (내년 신설)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티를 위해 기도하는 YWAM의 초대(The InvitaNon)라고 불리는 기도의 날에 함께 해주십시오. 짧은 시간밖에 기

도할 수 없다면 성령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아이티 사람들을 구속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

시오. 이 나라를 막고 있는 제도적 폐해가 제거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아이티(HaiN) 

사진출처: www.worldometers.info 

기도를 준비합시다: 

아이티에 대해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는 지 주목하십시오. 생각 나는 단어를 적으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아이티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아래 인용문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
시고 어떻게 표현하실지 메모하십시오. 

선택 사항 :기도하기 전에 아이티의 이미지를 검색하고 사진을 살펴보십시오. 아이티 사람들의 사진을 찾아서 인쇄하
고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사용할 콜라주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아이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십시오. 



아이티의 풍경은 자연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아이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나타냅니다. 

James Small교수 - 세계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연합 

 

YWAM Saint Marc의 기도시간 

사진출처: YWAM Saint Marc 

아이티를 위한 기도: 
• 성령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아이티 사람들을 구속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부두교와 같은 불경건한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 이 나라를 막고 있는 제도적 폐해가 제거되도록 기도하십시오. 

• 가장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회적/정치적 불안은 사람들이 벌 수 있는 적은 돈을 벌지 못하
게 합니다. 

•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학교를 열고 교육 하려고 노력하는 학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나라의 부패한 영역에 빛이 비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이티는 지금까지 2년 동안 시민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아이티 가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안은 주로 부패한 정부와 기업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경건한 지



도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아이티가 이 Covid시즌을 지날 때 YWAMer와 아이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많은 아이티 
인들은 일해야 하기 때문에 격리할 수 없으며, 그들의 생활 환경은 많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거리 두기를 할 수 없
습니다. 

• 아이티는 2018년 이후 정치적 불안에 시달려 왔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현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있고 야당은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청부 폭력배들이 주요 고속도로를 장악할 것
이기 때문에, 이 소요사태로 인해 사람들은 여행할 수 없어 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품을 자본 밖으
로 유통되지 못해 가격이 극도로 상승했습니다. 

• 젊은이들의 교회 안에서 용납되도록 기도하십시오. YWAM의 초점 중 하나는 젊은 세대와 자기표현 (옷, 머리카락 
등)에 대한 열망이지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젊은이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기
도하십시오. 

• 이 시대를 견디기 위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YWAM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행 경고로 인해 
전도여행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YWAM 베이스들이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을 충당할 재정을 위해 기도하십
시오. YWAMer들이 재정을 일으킬 때 창의성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이티의 YWAM과 기꺼이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 YWAM 베이스들은 Covid의 결과로 유연해져야 했습니다. 리더들이 전략을 세울 때 지혜와 창의성을 위해 기도하
십시오. 여러 장소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연합과 지속적인 우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사역과 전략이 실행
됨에 따라 효과적인 증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인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YWAM 베이스들과 사역을 위한 튼튼한 토대로 인해 미래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각 YWAM 
베이스에서 강력한 관계를 통해 강력한 문화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사진출처: YWAM Cap-Hai? 



행동하십시오 

• 아이티의 YWAM 베이스에 연락하여 여러분과 / 여러분의 베이스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 아이티의 YWAM 베이스와 사역자들에게 여러분이 헌금하기 바라시는 금액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재정을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공될 때까지 그 재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요청하십시오. 
• YWAM Kona의 새 앨범 "The Commission"을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GO”의 소리가 전 세계에 

들리도록 하십시오. hZps://YWAM.lnk.to/TheCommission 전 세계가 알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facebook.com/youthwithamission에 나눠 주시고, 사진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 TwiZer.com에 가서 #praywithywam를 검색하고 여러분의 기도시간에 대해 트위트하고 사진을 게시해 주십시

오. 인스타그램에도 사진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시태그 #praywithywam를 사용하면 됩니다. 
•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prayer@ywam.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YWAM Port de Paix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 2020년 10월 – YWAM 60주년 

• 남아프리카의 YWAM Worcester는 YWAM의 60주년을 위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제들: 

12월 10일: 창조물 돌보기 
1월 14일: 불교  

http://facebook.com/youthwithamission
http://twitter.com/
mailto:prayer@ywam.org


초대(The InvitaNon)를 놓치지 마십시오: 
● 기도 업데이트를 구독하십시오.  uofnjeju.org의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뉴스레터 구독하기”를 누르십시오. 
거기에 이메일과 성함을 적어 “구독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 ywam.org에서 한국어 외의 다양한 언어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ywam.org/theinvitaNon을 클릭하시면 됩니
다. (현재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태국어, 힌두어가 있으면 필요한 언어를 요청하
실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대화하는 것에 참여해 주십시오.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에 facebook.com/youthwithamission에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ywam, 해시태그 #praywithywam을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같은 해시태그 #praywithywam를 사용하여 사진을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 이제 초대(the InvitaNon)를 팟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를 듣고자 한다면 
ywampodcast.net/prayer에 가셔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 YWAM의 기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인도를 주시는 것을 느끼신다면prayer@ywam.org로 연락하시기 바
랍니다. 

Translated by Steve Donguk Kang 
Planning Department / Uof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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