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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모두 아시는데 기도해야 할까?' 기도가 부담감이 될 수 있지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면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 많이 찾고, 기도할수록 베푸시는 것이 많다. 칼빈은 기도해야 될 5가지 이유를 간증했는데, 하나님을 사

랑하는 열의가 있게 하고, 나쁜 마음이 없게 하고, 은혜를 주실 때에 감사로 받고, 인자하심을 깨닫고, 얻은 것을 기쁨으

로 받고, 경험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위함이다. 이처럼 감사한 기도를 왜 하지 않겠나?  

 

파송 교회를 비롯해 후원 교회, 후원자들 헌금이 갈수록 감소, 중단될 위기로 재정도 절약이 필요해- Africa 신학교가 설

립 때부터 졸업생에게 성경을 계속 연수할 수 있도록 ‘톰슨 성경 주석’을 선물로 주는 것을 지난 6 회 졸업 예배에는 중

단했고, 교수와 강사들에게 저녁 식사 대접도 중단했습니다. 동역 교회들, 동역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열심이 

있게 될 것을 비롯해 국가 경제도 부흥하여 ‘사역에 동역’하는 교회, 동역자들이 ‘해외 선교’에 열정이 증가되고, “선교는 

재정이 부족하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말이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고, 기도로 반성하면서 하나님

께서 교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Africa 신학교, 제 6회 졸업 예배가 지난, 2월 25일에 거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졸업생이 21명으로, 앞날에 목회자로, 선

교사, 교회 직분자로 섬길 것인데,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졸업한 101명과 함께 이제, 122

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졸업생들이 섬기는 교회를 ‘선교 지향적’ 교회로 세우며 선교 사역(선교사 동원, 선교사 후원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www.abrako.com 사진 페이지 참조) 

  

브라질 개혁, IBR, 신학교가 선교 교회에서 다른 장소(상파울, Cambu ci 지역)로 이전했는데, 이름도 IBA, (Instituto Biblico 

Abrako)로 바꾸고,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이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주변 교회들을 방문, 말씀도 전하고, 학

교 선전도 하고, 지역이 먼 곳에 있는 이들은 Zoom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설했는데, 현재 14명이 영상으로 수

업을 하기에 열매가 보입니다. 몇명 재학생이 직업이 없어 등록금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징수하고, 정부에 신학대학 인가

를 얻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저가 학교로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frica, MK 학교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는데 유치반, 1학년은 시 23편, 2학년 이상은 마태 6장을 지정했는데, 24명이 

출전했지만, 부족한 경험때문인지 5명만 지정된 성경을 암송해 1등한 어린이는 브라질에서 5개월 전에 선교사로 부임한 

MK 였습니다. 저는 “나도 어릴 때, 마태 5장~7장을 암송 해 한국에 있는 부산, 대구 지역에 출전했다”고 강조하면서 ‘어

릴 때부터 암송하면 ‘머리가 총명해진다’고 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낮은 학년은 시편 103:1~5, 높은 학년은 마태 7장을 

암송할 예정”을 알려 준비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Africa, Guine-Bissau에 2월 01일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경호원들이 사태를 진압, 쿠데타는 실패했는데, MK 학교, 

교실의 유리 창문 2개가 총알에 구멍이 생기는 위험한 일이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고, 총알이 건물 2층, MK 숙소에 

거주하는 교장 Ivania 선교사 유리 창문에 맞았지만, 자녀들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1,998년에도 내전이 발생하여 전쟁 고

아들이 생겨 UN에서 보조했고, 국가 재정 능력이 부족해 외국 원조가 없이는 전기, 수도를 공급 못하는 가난한 국가로,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은 평온이 유지되지만, 밤에는 외출을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Africa 신학교 강의를 위해 3월에는 브라질에서 Olivio 목사(교육학-교회 지도자), 또 5월에는 Hsiung 목사 (선교학, I.B.A. 

학장)가 출발할 예정인데 열매가 있게 기도해 주시고, ‘비행기 요금도 적당한 Morroco 항공 회사가 취항(코로나 질병 발

생 후부터 약 2년간 취항 중단 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폴투갈 항공사를 이용하는데, 값이 높아(이전에는 왕

복 1,700불이었는데, 현재 2,520불) 재정 마련에 애로가 있고, 시간도 차이가 많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학생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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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출발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빵 공장(상파울 O한인 교회 O장로가 설립을 추진 중) 책임자로 사역 할 예정이지

만, 저는 학교들(신학교, MK 학교) 사무 총괄 책임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학생 1명(간호대학 졸업, 현직 간호사)

도 Senegal(보건소) 혹 Bissau(국립 병원)에서 선교사로 일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frica, MK 학교 건축은 ‘약 70% 단계’에 있는데, 교실 칸막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은 벽면에 세멘트 공사가 진행되

는데, 건축 감독은 5만불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완공까지 재정이 충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완공 후는 아래 

사진처럼 대지 (35M X60 M=2,100평방미터)에 담장을 쌓고 흙으로 메워 우기철에 피해가 없게 할 예정이고, 미국, 한국

에서 영어, 불어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부정 부패(공사 기간 중, 정부에서 파견된 공사 감독자가 

뇌물을 요청함) 몰아 내고 국가에 요긴한 기둥이 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학교 대지는 총 85M X 60M=5,100평방미터)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열정을 준 말씀들이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헹 20:35), ‘주라 그리하면 너희

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 이런 삶을 살아 갈 수 있어

야 하겠습니다. (참조: www.abrako.com) 

[기도 제목] 

1)설립된 신학교들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 인재들’을 많이 허락하소서. 

2)선교사로 헌신하려는 Ana, Erika 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소서. 

3)Africa의 MK 학교, Academia Abrko의 건축 공사가 완공까지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소서. 

4)브라질을 비롯한 세계의 코로나, 오미크론 질병들이 빨리 없어지게 하소서 

5)후원 교회, 후원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 내려 주소서.   (아래 사진 있음)         

  

                                Bissau, MK 학교 건축, 현재 모습 

  

 뒷면 대지(푸른 색갈)인데, 흙을 넣을 예정            Bissau, M.K. 학교 완공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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