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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청각 장애인 사역을 위한 분기별 뉴스레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성경학교 – 그랜
드비전

우리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비전 중 하나는 3개 대륙에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성경 학교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간다에는
아프리카 전역의 목사와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성경학교가 있습니
다. 또한 우리는 유럽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르웨이에서 4
달여간 성경학교를 진행할 예정이며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의 학
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리핀에
새로운 성경 학교를 설립하여 아시아 전역의 청각 장애인들을 성
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성경학교가 하는 일은 상당히 혁신
적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청각 장애인을 훈
련시키는 것은 놀랍도록 독특한 접근 방식이지만, 청각 장애인의
문화와 그 사회에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
다. 전 세계에 있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3개 대륙에서 성경 학교를
운영하는 것의 이점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뉴스 플래시!’ 인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매우 관대한 후원자들
로부터 우간다의 성경 학교 재개발에 적합한 토지를 구입할 수 있
는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멋진 소식입니다! 이 땅(그
리고 그곳에 우리가 지은 건물)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청각
장애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이
것이 아프리카 청각 장애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리는 과대 평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발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
시다!

잠비아

잠비아의 청각 장애인들에게 복음이 계
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4월에 동부 카
테테(Katete)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
고 이미 78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교
회는 케네디 음베(Kennedy Mbewe)
목사가 이끌고 그의 조수인 찰스 사칼
라(Charles Sakala)와 앤드류 반다
(Andrew Banda)가 도움을 주고 있습
니다.

케냐 – 봉제작업장

재사용 가능한 생리대 프로젝트가 케냐
의 Immanuel Christian Integrated
School에 처음으로 전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Josephat 목사, Mrs Christine, Anne Kaunda는 이것을 전달하
기 위해 나이로비 봉제 작업장에서 학교
까지 5시간이 넘는 거리를 여행했습니
다. 4~8학년 여학생 27명(청각 8명, 농
아 19명)이 위생용품을 받았습니다. 그
것을 받기 전, 소녀들은 Mrs Christine
과 Anne이 이끄는 월경 위생에 관한 교
육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패드를 사용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흥미로워했으며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미얀마-어둠속의 빛

중국 – 신을 가둘 순 없어!

우리 청각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중국
에서 겪는 어려움은 너무도 많지만 예
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남서부 지방의 우리 커피숍은 우연히
교회 아래에 있는 새로운 위치로 이전
하게 되었습니다! 커피숍은 농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
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기
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이 계
속해서 성장하고 이 문을 통과하는 모
든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는 여전히 혼란한 상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한 시간에
가장 좋은방법으로 일해 주실것을 믿습니다!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곤 교회는 4월 말 교회 건물에서 여름 성경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캠프
의 주제는 ‘깊은 곳으로 버려라’였습니다. 24명이 참석했고, 그 기간 동
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Kalay거리에서의 전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Pa-Lian
은 우리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쯤 학교에
서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총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에
게 편지를 쓰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모두 부엌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가
운데 가장 어린학생인 훠치아수는 자고 있었고, 모두 부엌으로 급히 숨
는 사이 그녀의 옷은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상
하고 나에게 말하며 모두 웃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충격
적인 시기에도 그들이 유머 감각을 유지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늦은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머물며 함부로 불을 켜지 못합니다. 전원이 꺼집니다. 그들은 모두 함
께 모여 아래층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잡니다. Pa-Lian 따뜻한 말로 모두
가 안심할 수 있게 “평소와 같으니 크게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학
교 울타리는 충분히 높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
로 신실하게 섬기는 교직원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빌뮤어– 종합학교

우간다의 Neville Muir 청각 장애인
종합 학교는 입학생의 급격한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4개의 새로운 교실을 증
설해야 합니다. 이 학교에는 현재 80명
이상의 청각 장애인과 270명 이상의 장
애 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300명
이상의 학생이 있습니다. 나무 아래의
임시 교실은 정부 규제로 인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AUD60,000가 필요하며, 노르웨이와
호주의 후원자들로부터 AUD55,000
가 이미 기부되어 잘 진행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아직 AUD5,000가 더 필요
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최종 금액이 모
금되어, 학생들이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을 계속 이어
나가고 긍정적인 미래를 제공받기 위
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헤아
릴 수 없을만큼 너무도 그들을 사랑하
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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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DMI르완다

새로운 교회 개척, 새로운 목회자를 위한 안수, 전도자를 위한 워크샵,
새로운 가정 교회 설립 - 이것은 DMI가 올해 르완다에서 이뤄낸 성과
중 일부일 뿐입니다. Patrick Tuyishimire 이사의 젊지만 현명한 지
도력과 지역 이사회 및 목사님들의 꾸준한 지원으로 우리 르완다 팀
(DAR(Deaf Action Rwanda)로 알려짐)은 빠르게 DMI에서 두각을 나
타내고 있습니다.
2월에는 새로운 ICDR(르완다 임마누엘 농아인 교회) 교회가 설립되었
습니다. Kamonyi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 DMI가 르완다에 개척한
일곱 번째 농아인을 위한 교회입니다. DAR 전도사인 발렌타인 니라루
쿤도가 이끌고 있으며 현재 17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이 청각장애인 교
회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
다. Patrick은 “농아인들은 르완다에서 자신의 마음의 언어로 설교할
설교자가 있는 교회에 참석할 수 있어 너무 기뻐했습니다.”라고 말합니
다.
보다 최근에는 Wycliff가 운영하고 DMI ICDR 교회의 16명의 전도자
와 자원 봉사자가 참석한 워크숍에서 청각 장애인과 시청각 장애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참가자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올해 초
Gunnar의 4명의 새로운 목회자들의 안수와 지속적인 사역자들의 훈련
으로 전국적으로 더 많은 교회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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