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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7 월, 저는 아내와 함께 미국 미네소타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신학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야심차게 한국을

떠났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내가 영어 강의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가서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걱정과 불안들로 가득 찬 상태로 미네소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들은

쓸데없는 기우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방 깨닫게 하셨습니다. 미네소타에 도착한 날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도움없이 미네소타에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KPCM 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2014 년부터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선교회, 뉴스레터, 인도자반 성경공부 인도,
그리고 설교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앞으로 저의 목회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선교회 사역을 하며 유학생 부부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알 수 있었고, 뉴스레터 사역을 하며

교회행정에 대해 배웠고, 인도자반 성경공부 인도와 설교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4 년 동안 부족한 목사인 저와 함께 그 사역의 자리들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박용이라는 목사가 지금 같은 모습의 목사

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모두 KPCM 성도님들의 도움과 인내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물어본다면, KPCM에서 사역을 하며 목사로서 크게 성장하고 훈련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언젠가 제 소식을 다시 듣게 되신다면, “박용 목사, 
우리가 키웠지. 처음엔 참 어설펐는데.”라고 생각하시며 뿌듯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저와 제 아내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은 헤어지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기쁨과 평 

강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항상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복음 안에서 부흥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되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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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Trip 간증문 1  >>>  김은기 성도

My name is Elliot Kim (김은기) and I am currently a part of 

Timothy after graduating from the University of Minnesota in
2016 and was a member of the 2017 Vision Trip team that
traveled to Ukraine. I can’t say what the other members of the 
team were thinking before agreeing to go on the trip, but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I decided to go was just to use my 
vacation time wisely after working full time for a whole year. 
And I will be honest, I didn’t give that much thought to the 
people in Hungary-Ukraine nor did I really understand what 
issues there were and why we needed to go there in the first 
place. I think because I didn’t have a heart for the people in 
Hungary-Ukraine there were some frustrating times while 
preparing for the trip. Many times I thought to myself, “Why
are we going to this Youth Camp that is already established?”,
“Why are we only preparing to share things about Korea…
don’t we need to share about Jesus?” and “Why is this called a 
vision trip and not just a regular mission trip?”. But with 
those concerns and little faith I had, I hesitantly packed my 
things and headed to the Youth Camp with nothing set in 
stone and barely being able say “Hello” in Hungarian.

We arrived at the camp full of 80 or so 13-16 year old teenagers 
with our not-so-well prepared Korean games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did we get ourselves into? All these kids have 
smart phones, the latest clothing and latest shoes…are they 
even going to give us any attention?”

Almost immediately the kids started to take interest in us and 
our activities. Before you knew it, the whole area was filled 
with kids playing gong-gi with their names spelled out in 
Korean. What was surprising and almost comical was that 
they were also asking us to take pictures with them as well as 
asking for our autographs written on their arms as if we were 
celebrities. While I was very grateful for the kids and their 
open hearts and acceptance towards us one thought still 
lingered, “Are we here just to be entertainment for the kids?” 
I guess in my selfish desire, I wanted to create a bigger impact 
on these kids spiritually. To me, it wasn’t “worth” it to come 
all these way and pay hundreds of dollars just to be 
entertainment for these kids. That night we were sharing our 
thoughts with or team members and it wasn’t until one of 
translators, Zsolt, spoke that I began to realize the reason why 
we are here. Zsolt explained that even though right now what

we are doing might just seem like games, but maybe in the 
future they will remember this time and be reminded of God. 
I suddenly realized the fault in my thinking. I realized that I 
had been focused on what I can do for these kids and not
how God will use us and that what little we have prepared
may not seem useful right now, but God can use it to make a 
big impact in the future. I then started to think about my 
days in Youth Group. I don’t remember the sermons and I 
don’t remember what was discussed in small group back 
then. To be blunt, I can barely remember what the sermon 
was about two weeks ago. I do remember the laughter that 
was shared with my brothers and sisters at camp like these. 
I do remember the tears that were shed after experiencing
God’s love from my brothers and sisters. I realized that these
experiences were critical in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realized that all we had to do was create memories for these 
kids and God will be able to use the rest. Who knows? Maybe 
God can somehow use the faded autographs on their arms 
or foreign games that were played at camp to further this 
Kingdom.

There was both happiness and sadness at the end of the 
camp. One part of me was happy to leave and get rest. 
Another part of me was sad with all the missed opportunities 
to get to know the kids a little better. What if I had more 
courage to talk to that one kid sitting by himself on the 
bench? What if I spent more time loving these kids rather 
than complaining? I then started to think about the brothers 
and sisters at church. Why do I not have the same thoughts 
and feelings for those who I see every week? I think I now 
understand why this is called a Vision Trip and not just a 
mission trip. It is called a Vision Trip because hopefully at 
the end of the trip you can have a new vision for yourself and 
realize all your shortcomings. For me, I think I realized just 
how selfish I was and only thought about receiving and not
giving. I think I realized that as a member of Christ’s
Kingdom it isn’t about what can you do for me, but what can 
I do for your Kingdom? Coming back home, I pray that the 
mindset I had at camp about showing love to our brothers 
and sisters is something I can continue to have and pray that 
I can be a useful tool for God whether I am at home or 
thousands of miles away.



Vision Trip 간증문 2  >>>  이지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희망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이번 헝가리/우크라이나 선교를 준비하던 기간에

그들을 위한 누군가의 기도가 저의 마음에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이 기도를 기억하며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희망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났지만, 막상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마주한 환경은 저의 생각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가 속한 유스캠프팀은 선교 베이스인 베렉사스에

위치한 디아코니아 센터와 약 20 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캠프장에 들어서서 처음 마주한 아이들과의 어색한 인사와 낯선

눈길들에 순간 많은 걱정이 들었지만, 머지않아 그 모습들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아이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주고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모습도 달랐지만 준비해간

다양한 한국 엑티비티부터 가장 인기가 많았던 폴라로이드

사진까지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첫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팀원들과 모여 캠프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날 밤 저희가 모두 다같이 고민했던 점은

‘우리가 왜 선교를 왔는가’였습니다. 아마 그 고민의 이유는 첫날

통역해주시는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 들은 설교와 지켜본 예배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찬양이든 박수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점이었습니다. 현지 리더에게 여쭤보니 박수를 

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는 일이 될 수도

있기에 조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의 고민의 또 다른 이유는 그 동안

생각했던 선교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참가한 아이들 대부분이 개혁교회를 통해서 왔고 심지어 입교를

받았거나 곧 받을 대상이 모이는 캠프였기에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첫날 밤 우리들의 선교 목적을 찾으며

헷갈려 했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은 고민하던 

우리 모두에게 일하셨습니다.

둘째 날, 캠프 스태프로부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캠프 스케줄에 

아침 설교와 오후에는 “Evangelization”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설교 중 다른 공간에서 캠프

리더들과 목사님께서 돌아가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저희에게도 혹시 중보에 동참하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유스캠프 팀원들 대부분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라

감사히 응했습니다. 한 시간 넘도록 한 명씩 각자 편한 언어로 

기도하면 동시에 영어, 헝가리어, 한국어 통역을 거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고 선교지에 온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한

기도와 마음의 준비가 많이 부족했구나, 나는 필요로 할

때에만 하나님을 더 찾았구나, 그리고 모든 관심과 집중이 

그들이 아닌 나에게 쏠려 있었구나.” 이 모든 생각이 선교하러

온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미 

저의 생각을 아시면서도 모든걸 아뢰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더 솔직해지고 싶었고 더 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길 원하며 혼자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팀원들과 저녁 

경건회 때 솔직하게 제 상태를 나누었고 마지막 남은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 아이들과 이 열방을 위해 마음을 쏟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두 번째 밤을 보냈습니다.

그 동안 설교 말씀을 지치고 졸린 몸으로 듣느라 많이 

놓쳤는데, 마지막 날 커피가 제공이 되어서 (할렐루야)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설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시간 동안에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교 후 신앙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자세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점이 저에게 직접 와 닿았습니다. 어쩌면 선교를 다녀왔다고

해서 신앙이 더 나아졌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선교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지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일상에서 가지고 있던 걱정을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또, 함께 섬긴

집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새로 만난 현지 신학생들과의

나눔과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에 대해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러 갔다가 오히려 받고 온다’는 말처럼 그들로부터

오는 뜻밖의 깨달음을 통해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더 나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들도 똑같은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일주일 간의 감사한 경험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선교를 통해 느낀 점들을 일상 속으로 가져가 실천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Vision Trip 2017

7/10(월) 노회에서 임명한 Richard Buller 목사님을 모시고 정식 당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담임목사님이

공석인 관계로 당회 개최가 불가능하나 노회에서 Buller 목사님을 Moderator 로 보내어 당회 개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안건인 영어목회목사님의 인준건(7 /9에 후보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임시목사님 인준건, 제직 및 청빙위원 선

출을 위한 공동의회 날짜선정, 청빙위원회 위원장 인준건 등을 토의하였습니다. 그날 당회가 끝나면 임시목사님 선정과

청빙위원선출에 대한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진행사항에 문의가 있으시면 당회서기인 이재영 장로나 시무장로님들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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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보고  >>>
제 1 • 6/14(수)에 교회 야드 나무 가지치기를 하였습니다.
남선교회

예배 및  행사

제 2
남선교회

제 1
여선교회

집사회

• 8/26(토) 오후 12 시: 전교인 Golf 대회 @ Shamrock Golf Course
(신청: 강명섭 장로, 구승모 집사, 계시판 참조)

• 6/17(토) 집사회와 함께 Home free shelter 봉사를 하였습니다.
• 7 월 한 달 동안 로뎀카페 운영이 있습니다.
• 7 월 중 북클럽이 있을 예정입니다.
• 담임목사님 청빙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성경일독방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월 중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 6/17 일(토) - 여선교회와 집사회에서 Home Free Shelter 20 명의

어린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6/19(월) - Vision Trip 팀에 집사회에서 돋보기를 donation 했습니다. 
• 7 월 - BCCS 학교개강을 준비하여 모금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7/8(토) – EM/중고등부 Picnic 

7/10(월) – 당회

7/21(금) – 디모데 운동회

7/26(수) – 목자 모임

한글학교

중고등부

• 미네소타 한인회에서 광복절을 기념해 주최하는 광복절 글짓기

그림/대회가 7 월 중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랏말씀 contact@mnkorea.org 또는 

한인회 651-440-9192 로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관: 미네소타 한인회

-주제: 한국 광복절 기념 글짓기/그림 대회

-형식: 한글 글짓기 (중/고등학생, 100-200 자 내외)
한글 그림/글짓기 (유치부, 초등학생, 약간의 글 포함) 

-기한: 2017년 7월 15일까지 제출

-제출: 이메일: contact@mnkorea.org 또는

우편: 1331 County Road D Cir E, Vadnais Heights, MN 55109
-상품: 대상, 우수상, 장려상 그리고 참가상 (상장과 부상이 준비됩니다.) 
-시상: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저녁 한인회 8.15 광복절 기념 행사일

• Mission Trip: 7/29-8/5, Loveland, CO
• Retreat: 8/25-27 (금-주일), Lake Beauty Bible Camp

(신청/문의: Katrina 전도사, 612-272-7058 또는 사무실)

이 달의 도서 >>> 도서팀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자: 강인훈

“공직자, 사업가, 직장인은 물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서 70 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말(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과정의 전모를 보여준다.”

주일 대출 가능 / 대출 기간 2 주

mailto:contact@mnkorea.org
tel:(651)%20440-9192
mailto:contact@mnkorea.org


Finding An Agent That’s Right For You 

조유진, 박샤론, 이은영

사진으로 만나는 KPCM 이모저모

6 월에 등록하신 새교우님을 환영합니다 >>
교우소식 및 로뎀카페 상품권 퀴즈 >>

뉴스레터 7 월호(통권 41 호) >>>

이름: 김일분

소속: 제 1 여선교회

박성덕/박양수(6/25, 제 1 남/여선교회), 애틀란타 주로 이주

고 유기봉 성도 (6/27, 향년 84 세, CA, 유족: 유민수 장로)
고 윤경순 권사 (6/30, 향년 76 세, 한국, 유족: 김영호 전도사)

답안지를 모두 작성하신 후, 로비에 있는 drop box 에

제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우수 답안 작성자 세 분께

로뎀카페 상품권(수령처: 사무실)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원고의 내용은 한정된 지면 및 시간적

제약에 따라 원고의 내용과 의도가 왜곡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편집부에서 내용의 첨삭 및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청수

편집장  목사 박용

디자인/편집 오은아

원고교정 이은실

취재기자 박은영

사진 각 기관

원고수집 각 기관장

인쇄/복사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발송 뉴스레터사역팀

발행처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발행일 2017 년 7 월 16 일

기사제보 및 원고제출

kpcmnews@gmail.com

6 월호 문제 정답: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5840 Humboldt Avenue N.
Brooklyn Center, MN 55430
763.560.6699 / 763.560.2222(f) 
www.kpcm.org / kpcm@kpc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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