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은 허리케인 마리아의 장기간 회복을 지속함  

허리케인 마리아가 2017 년 푸에르토 리코를 휩쓸고 난 후 벌어진 황폐화를 그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미미타 니에브스 Mimita Nieves는 확실히 아닙니다. 18 개월 후 그녀는 여전히 전기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미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통조림 식품과 분유 그리고 제공된 신선한 야채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프로판 가스 오븐에서 요리를 하고 하루 동안 충전한 태양광으로 집에 

불을 비췄습니다. 친구가 배터리 전원 라디오를 빌려주어서 주로 정보를 듣는 데 사용했습니다. 

허리케인은 푸에르토 리코의 전선망을 파괴하였습니다. 미미타에게는 더 심하게도 폭풍으로 인해 

집안의 전기 배선을 망가트렸습니다. 미미타는 푸에르토 리코 본토에서 동쪽으로 8 마일 떨어진 

작은 섬인 비에케스 Vieques에서 삽니다. 본토와 비에케스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없기에 선박 및 

비행기를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들과 화물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비에케스는 주택, 인프라 및 기본 서비스 복원에 뒤쳐졌습니다. 

장로교 자원봉사자들이 문을 두드리는 날까지 그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그녀의 전기 시스템을 훨씬 더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것으로 교체하고 새 울타리를 만들고 몇 달 

동안 마당에 있던 폭풍 파편을 옮겼습니다.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은 그들이 수리하는 데 

사용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소득이 제한적이고 고령자인 미미타는 돈을 들여 그 일을 할 여유가 

없었으며 그녀가 받은 도움에 대한 축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의 집에 전기가 들어오자 니에베스는 장로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미타의 집에는 Hope Builders 라는 조직이 설치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붕이 있습니다. 이는 

비에케스에서 더 많은 지붕을 재건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을 

사용합니다. 

푸에르토 리코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산환의 빈곤층 지역 공동체에서도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이 사역을 진행 중이며, 지역 사회 기반 비영리 단체인 G-8 과 같은 조직을 돕고 



있습니다. G-8 은 Martín Peña Channel 근처의 8 개 커뮤니티에서 100 개 이상의 지붕을 

재건했습니다. 

G-8 의 자매 조직인 Martin Peña Channel Land Trust 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토지 신탁은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주민들은 주택에 대한 권리 증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장로교 재난 지원, 사람들의 자기 계발 및 장로교 기아 대책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배고픈 자, 약한 자, 가난한자를 돌보는 데 있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줍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 거리를 복원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우리 모두가 조금씩 한다면 많은 것을 더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 

압도적인 파괴를 회복하고 모든 피해를 되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헌금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만드십시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