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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xl.kcumcdallas.org


*해당 1 IJ..t의 제목을 클릭otJ..I면 그 1 IJ..t로 01동합LICt.

四담임목사코너 
하나님의 말씀대로훈련받아야한다 

回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께 

圈선교지에서온소식 

► MADAVANILLA선교 편지
► 헝가리에서온선교편지

回선교간증 

필리핀선교 

區향기로운찬양이야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區신앙간증 

아픔,그러나절대놓지 않으 
시는하나님 

回사역의현장에서 
보이지않는곳에서 

回말씀묵상 
나는예배자입니다 

回 정년부소식 

► 플정TV(플러스정년부TV)를 시작하며
► 주님만의지하기를

四 속회소개 "85속" 

띠 English Ministry 
What's in a name? 

田 [특집]안부를 전합니다 

► 샬롬!박혜련전도사입니다

田 교육부소식 
► 유스가정방문
► 어린이주자장예배

田 편집후기 







https://www.youtube.com/watch?v=HLuPhoetJVc&list=PLHnUmwFSPbfzy7Kf4Z-lOXH8-hbsLlo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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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노래할수였는가 

밤은 어둡고 모두가 잠든 시간 ... 지금 이 세계의 밤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 ... 이 밤에 노래할 수 있을까 ... 

목사님으로 사역하는 한 진구가 카톡으로 설교를 보내왔습 

니다.설교를 듣던 중 무릎을 탁! 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는 노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가장 깊을 

때 아짐이 잦아온다는 진리는 매일 우리의 아짐에 잦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 약한자들의 곁에 늘 방패되시는 하나 

님이 계셔서 잠좋습니다. 

You are the everlasting God.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 *2020년 3월말의 어느날 유난히도 길었던 어젯밤
어」 

文 이 지나가고 오늘 아짐을 맞이했네요 ... 밤이 길었던 이유는 

巧」 기를 마련하여 원하는 한인들을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다가스카르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대사관에서 특별 전세 

I

I

 마련하였고 그 결정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다 

가스카르의 하늘길은 막혀있는상황인데 특별한기회가주 

어진 것입니다. 둘만 있었다면 고민하지 않았겠지만 고민 했 

던 이유는 단 하나, 딸 하은이 때문이었는데요. 우리의 사명  

때문에 하은이를 지키지 못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하지만 시편 46편을 읽고 가족 모두 

마다가스카르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년만에 하은이 

가 생기고 뱃속에 있을 때, 10년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자라

나지를 않아서 더 지켜보고 안 자라면 뱃 

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했던 때가 생각났 

습니다. 지금은하늘에 계신 장모님과 

매일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그때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구요. "생명을 

주시는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 

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생각나실 

때 하은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 

립니다. 

















첫번쩨 질문,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필리핀으로 인도하셨을 

까?
” 

이 질문이였는데요 ... 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 

님' 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우리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힘'， 그힘이 얼마나크고대단한지 다시 깨닫 

게되었어요.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를들면,신제적인것들,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많 

이 지지고 시자적응 때문에 피곤함과 몸이 안따라 주는 때가

많았어요 어떤 하루는VBS(여름성경학교)를 해야하는데, 갑 

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몸이 비실비실되는 느낌이 왔어요. 어 

떤 언니들은 ‘네 영혼이 네 몸을 떠났다
’ 

라는 말을 했었는데, 

진짜로 떠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잔양하는 시간 

만큼은 잔양시간 내내 중만한 기운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 

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 는 모습들을 경험 할 수 있었던것 같아요. 

저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위한 마음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또 우리의 능력 밖에, 예상지 않은 일이 뭐였나면,VBS(여름성 

경학교) 첫번째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한 600명이 와서 우리 

가 많이 당황했던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예측한 숫자와 준

비한 재료들이 실제 숫자와 많이 자이가 나서 걱정이 많았는 

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준비한 예배, 게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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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 던진 물건에 맞아 적주부상이라는 심각한 상처롤 입게 
응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기약없이 병상에 누워있어야 했던 
鄒
京」 히윗여사는 하루에도수없이 머릿속을어지럽히는오만 가지 

생각과 싸워야 했습니다. 학생을 향한 배신감보다 더 괴로운 

울o 것은하나님을향한원망이었습니다. 교사로서 하루하루를성 
접 실하게 살아왔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지며 안팎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자신에게 어떻게 이 

런 일이 생길수있는지 도무지 이해할수가없었습니다. 게다 

가 자도가 보이지 않는 병상에서 미래에 대한 염려는 히윗 여

사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머물고 있는 병실에 정소부 아주머니가 들어 

왔습니다. 매일 아짐 환자들의 병실을돌며 정소를하는 정소 

부 아주머니는 여느 때저럼 잔송을 부르며 병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노랫소리가 귀에 거슬린 히윗 여사 

는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즐거 

워 잔송을 부르지?” 히윗 여사의 가시 돋진 말에도 정소부 아 

주머니는 미소를 거두지 안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형편을 아시고 들보시니 즐거울 수밖에요. 제가 할 수 있 

는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잔양으로 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려고요." 순간 히윗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감출 수 없 

는 가난한 외관에도 빚나는 눈으로 혼들림없이 하나님의 은혜 

롤 고백하는 청소부 여인 앞에서 얼굴이 붉어질 뿐이었습니 













0 뜯,그21Lt 
절대농지 
않으시는하L� 

백기주 권사   

월요일 아짐. 누구든 일어나기 싫은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오늘 아짐은 왠지 길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자 아짐을 

먹었는데재택근무중이던남편과온라인서머스쿨중인딸온 

식구가 깨어 있었네. 어제 퇴근 후 피로가 쌓여 내가 늦잠을 잔 

탓이다• 그래서인지 괜히 미안한 맘에 몸이 막 움직인다• 빨리 

설거지를 하고 새 밥을 하고, 아짐부터 재어둔 볼고기를 굽고, 

상주를 씻고, 세 가지 김지를 조금씩 담고 ... 나름 혼자 분주

했 다. 암튼 이것이 우리 집 아짐 밥상 풍경이었다. 그리고 또 

다 시 바로 돌아서서 점심 준비. 오후 출근이라 바로 준비해

두고 나갈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다. 배추를 끓는 물에 데

지고, 에어프라이어기로 굴비롤 굽고,과일들을 잘게 썰어서 

요플레 랑 섞어 점심 디저트를 만들었다. 나중에 뭘 먹고 싶

을지 몰라 일단 있는 재료들로 뭐든 먹을 수 있게 해 두는 게 

오늘의 내가 정한 미션! 설거지는 이미 한번 했으니 일단 또다

시 쌓인 한 묶 









































https://www.youtube.com/channel/UCYa7ObaruO6PGZ1JM-qA6zw


























미 어요. 남편도 적극적으로 사역을 권하며 응원해주었어요구|소본 
그 
詞 능이라고 해야할까요? 또다시 KCUMC로 되돌아 왔지요. 그리고 
百」

順 귀국하는 그 날까지, 아니 귀국 이후에도5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힙 교회를 섬겼어요. KCUMC는 미국에 있는 저희의 ‘모교회’와 같 은
R]] 
빼 곳이되었답니다. 

는z °

0KCUMCo1lk1기 사켜 수나나사 1l°1o1l 입 4ol 있었tl .... 1천 

모든 순간이 잠 많이 기억에 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짐 

교사 회의 시간이에요. 사역을 시작하며 젓 미팅 때, 교사는 단순 

한봉사가아니라 하나님께서우리를위해 주신자리이므로 이사 

역을통해우리가먼저하나님앞에성장하자고 했어요.무엇보다 

그 일을 죄우선으로  마음에 정하고 2년간 달려온 것 같아요.사

역으 로 인해 지지는 것이 아니라사역을통해 성장하기 위해

서는하나 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선생님들은 대학

생으로 공부 하며 일하고, 직장생활로, 가정의 엄마 아빠로, 비지 

니스로 하루 하루를여유없이벅자게보내다 주일이되어 다른분

들보다더일 찍 나와 사역을 준비했어요. 때론 너무 지쳐있는 모

습에 마음 아 파하며,어떻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힘

을 선생님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

습니다.교사미팅 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 다보면, 하나

님께서 선생님들 마 음 가운데 잦아가 시더라구요.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마징 내 우리의 텅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넘 지는그리스도의 사랑으로어린 영혼들을품

고섬기게 돼요.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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