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 곳에서 마음과 물질, 그리고 기도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하시는 여러 사역들 위에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니카라과 사역을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의 사역 준비도 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니카라과 김도균 선교사입니다. 

 

과거에 큰 내전을 겪은 적이 있는 니카라과이기에 정부 및 시위대 양측이 양보를 하지 않고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시위 운동은 공교롭게도 한국의 4/19 혁명과 같은 날인 

올해의 4월 1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social security 펀드를 부정하게 사용해서 적자가 

나자, 일방적으로 매 월 걷게 되는 payment 금액을 인상하고 동시에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수혜자들이 받는 금액을 줄이는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평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그 시위대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한 것이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일주일에 몇 번씩 반정부측과 정부측의 시위가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친 혹은 반정부 무리들에 휩쓸려서 무모하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지키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들어 사상자가 더이상은 발생하지는 않고 있으며 특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8월 셋째주에 새 학기가 시작했지만 NCA 같은 반 아이들이 많이 외국으로 떠나서 반 

크기가 절반 가까이 줄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안, 주은이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일에는 사역지(성탄교회)에도 함께 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집에서 언어 훈련(UCA) 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긴급 니카라과 사태와 기도 요청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그리고 동시 다발적으로 주요 도시마다 친, 반정부 시위대가 대립하는 가운데 

격렬한 시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0명 사망 발표…) 

 

                              



 

                 
* 니카라과 기도제목 
 

1. 니카라과에 평화가 다시 찾아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불안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이 외국으로 철수하는 상황입니다.  

2. 니카라과 국민들과 교민들, 그리고 선교사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올해는 선교사님들의 단기 선교팀이 한팀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3. 가족의 안정과 아이들의 학업과 언어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니카라과에서 김도균, 위현정 선교사 (with 주안, 주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