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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letter kpcm 

2018 년 헝가리 우크라이나 VT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1) >>>   정상렬 성도 

헝가리-우크라이나 비전트립팀이 6월 18일부터 9일간  하나님의 은혜와 교우들의 기도 속에서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낯설고 빈곤과 질병이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심을  체험하고 
돌아온 단기 선교팀의 간증을 함께 나누며 멀리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교회  |  날마다 새롭게 (2018 표어) 

2018 년 6 월 17 일부터 26 일까지 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헝가리-우크라이나 지역에 비전트립 을 다녀왔다. 비전트립 팀은 

이미 지난 3월 18일 첫모임 이후 중보기도, VT훈련, 성경 큐티, 

물품준비, 펀드레이징, 그리고 릴레이 금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준비를 해왔다. 출발 당일에 이르러서는 파송식과 더불어 여러 

후원의 손길로 한층 고무된 가운데 비전트립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게 되었다.  특별히 공항까지 오셔서 주신 

목사님의 말씀(“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출 23:20)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또 믿고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MSP공항 체크인 후에 3시간여의 지연출발이 있었으나 우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으며, 부다페스트에서 수화물이 늦어져도 별로 

문제삼지 않고, 말씀과 기도 및 약 수령과 배분 등의 사역준비로 

일정에 집중하며 짐들을 챙겨서 사역지로 이동하였다. 드디어 

19 일 저녁 헝가리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지역 베렉사스 

Diaconia 센터에 도착하여 저녁식사 후 현지 김선구 목사님의 

말씀 (골 1:9-12) 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미 저녁 11시였어도 아무런 

피곤한 기색 없이 모두가 내일 있을 Ung 지역의 사역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물론 말씀이 빠질 수 없었다. 이미 전날 밤 김 목사님의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예배에서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 4:2) 는 말씀을 가슴속으로 

받았는데,  이날 저녁에 “우리의 마음속에 차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골 1:9) 라는 말씀으로 마음속을 

채우고자 하였다.  또한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어,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을 간구하였다.  

첫 지역 Rat 라는 곳은 인구가 채 300 명이 안 되는 작은 

시골마을인데, 근 70명이 등록 및 접수하여 의료, 미용, 안경, 사진 

및 중보기도 등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었다.  통역자 셋과 현지인 

둘, 그리고 김 목사님 가족 등 모두 20명이 함께 하는 팀이 되었다. 

특히 내가 맡은 안경사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도원시용 안경을 

원했다. 안타깝게도 안경이 너무 비싸서 구입할 엄두를 못 내고, 

성경 등 책을 읽을 수 없는 형편에 있던 분들이 많아서 사역 첫 날에 

높은 도수 안경은 많이 소진되어 버렸다.  

다음날은 떨어져 있는 다른 두 마을에서 사역하여 183 명에게 

원시용 독서안경을 나눠 줄 수 있었다. 아주 큰 글자조차도 읽지 

못하는 분들, 바느질을 하기 위해 고도수 안경을 원하시는 분들, 

평생 안경도 없이 고도원시로 살아 오신 분들, 그리고 이미 낡을 

대로 낡고 거의 부서져 가는 안경을 들고 오신 분들, 연로해서 

오시지 못하는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를 위한 안경을 찾으시는 

분들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안경을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6.0 디옵터가 넘는 

(다음 장에 계속) 

온교우여러분들의기도와관심에감사를드립니다.

청빙 소식 >>>  

온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청빙위원회에서는 정영환 목사님을 본 교회 

담임목사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고 7 월 22 일 공동의회에 추천 

하여 결의하려고 합니다.청빙 결정이 되면 정목사님은 9월 1일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졸업 

부임할 예정입니다. 

사역 경험: 달라스 빛내리 교회 부목사, 서울대 

법대 기독인 모임 지도 목사, 서울 주님의 교회 

부목사, 서울 동천 교회 부목사, 구리 두레교회 

교육 전도사 등등 

가족:  김미정 사모, 장남 정하늘 (Princeton 

대학), 차남 정나라 (7학년) 

정영환 목사님의 이력 (1971년 생) 

학력: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 장로회 신학 대학원 

졸업, 장로회 신학대 구약학 ThM 과정 이수, Southwestern 



 

 

 

 

 

 
 

 

 

 

 

 

 

 

 

 

 

 
 

 

 

 

 

 

 

 

 

 
 

 

2018 년 헝가리 우크라이나 VT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1)  >>>   계속 

고도원시용 안경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도수로 

겨우 만족시켜 드려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근시안경이 

필요하신 분들을 돌려보내야만 하는 아쉬움도 컸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신 것인지 다소 

체념하신 것인지 별 불평이나 문제없이 우리의 사역이 

순조로왔다.   
 

다만 한 아주머니는 달랐다. 그분은 상대적으로 젊은 분인데, 

근시라서 우리가 가진 안경으로는 교정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꼭 안경을 필요로 한다며 다른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10여분 넘게 앉아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도 통역하는 이도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나이까? 결국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하심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나는 무능한 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 해야만 한다는 고백밖에는 아무 것도 

답이 없었다.  
 

그 후 다른 마을 등을 거쳐 모두 여섯 마을과 고아원 한 군데까지 

두루 다니며 사역을 마치고 원래 첫지역인 Rat 마을에서 

주일예배를 보았는데 현지개혁교회 Tibor 목사님의 설교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VT 사명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미 지난 5월 12일 큐티 (사 61:1-11) 

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받은 말씀을 다시 누가복음으로 받게 

됨이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이 말씀이야 말로 우리 헝가리-우크라이나 VT 미션의 목적을 

분명히 해 주는 말씀으로 받고 또 한걸음 더 사명으로 나아 가고자 

한다. 이미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사 61:3) 곧 크리스천으로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사 61:11)는 말씀대로 이 기쁜 소식을 나눔에 동참하여 이 땅의 

회복에 한 몫을 하게 하소서. 또한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줄인다. 



 

 

 

 

 

 
 

 

 

 

 

 

 

 

 

 

 

 
 

 

 

 

 

 

 

 

 

 

 
 

 

 

 

 

 

 

 

 

 

 

 
 

 

 

 

 

 

 

 

 

 

 
 

 

 

 

 

 

 

 

 

 

 
 

 

각 기관 보고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관리위원들이 함께 모여 강명섭 장로님의 지도하에 7/1(주일) 3부예배에서 찬송가 

“참 즐거운 노래를”을 봉헌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큰 부엌, 작은 부엌, 로뎀 카페, 교실 등에 개미가 많이 발견된다는 불만이 접수되어 방충 작업을 다시 

실시하였습니다. 더운 날씨로 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음식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남/녀 화장실에 설치된 센서로 작동하는 스위치의 파손/오작동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어 일반 스위치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6/10(주일) 유치부, 유년부, 고등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부: 김예진, 김주원, 노하린, 박서우, 박하은, 이수민, 장가은,조신근, Mason Wang, Coeli Lunderville 

유년부: 구예나, 김유진, 문승찬, 박서영, 배선종, 사공준, 윤주은,이의현, 이용욱, 임예은, 예나 Moe, Opal Ofstedal,  

               Sophia Hong, Emmeline Wang 

고등부: Aaron Bae, Alice Hong, James Hong, Jason Min, Jeeho Hong, Samantha Byun 

 6/14-16 사흘간 2018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God Rescues” 라는 주제로 있었으며, 참가한 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 학생: 58명, 교사 &  Youth Volunteer: 40명) 

 2018년 나랏말씀 이사회가 새로이 인준되었습니다  (이사장: 남세현 장로, 기획이사: 오성욱 장로, 총무이사: 구승모 

집사, 재정이사: 사공희 집사, 실무이사: 오은아 집사, 정상헌 장로, 김식철 집사, 고문: 변영희 장로, 이용구 성도) 

 7월 중 중보기도 행정팀 모임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날짜가 확정되는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박윤주 장로) 

  새교우님들이 다음과 같이  목장에  배속되었습니다. 

이숙희: 에스더 목장, 오혜경: 이든 프레리 목장 

  6/18-26 Hungary-Ukraine 비전트립을 은혜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8 비전트립 팀원: 강금주, 권영해, 김광호, 김다슬, 남경아, 마영찬, 마혜순, 박민경, 정상렬,      

       홍경숙, 황효숙, Steve Chung 

 6/27 Kenya 김윤곤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위원회의 모든 찬양팀이 연합으로 6월중에 있었던 선교집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6/23(토) 엘리에셀 찬양팀원들의 교제의 시간이 김재훈/지은 가정에서 있었고, 찬양팀 인도로 수고해 온 이수지 

자매의 마지막 환송 (한국 귀국) 시간이 6/24(주일) 1부 예배 후에 있었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에서는 Father's day 주일에 여성연합 찬양대로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6/30(토) 선배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겨주신 선배님 들께 신앙의 조언과 격려의 말씀, 

꽃꽂이 강습 등으로 선후배 간의 사랑을 느낀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7/8(주일) 오은아 집사가 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Kathy Choih 자매가 교감으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99주년 삼일절과 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글짓기/그림 대회를 한인회 주최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대상 : 프리스쿨 ~ 9학년 

2. 주제 : 8.15 광복절 또는 3. 1 삼일절 (택 1 또는 2) 

3. 형식 : 다음 중 한가지 선택—그림 +  

짧은 글, 글 (100-200자, 1페이지 이내), 글 + 그림 

4. 마감 : 2018년 7월 20일 

5. 보낼 곳 : 한인회(KAAM)— 

주소: 1331 County Road D Cir E Vadnais Heights,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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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교 

 

6. 시상 : 광복절 행사시—날짜 -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시간 – 5:30-6:30 저녁식, 

6:30-8:00 본 행사 

장소—Church of All Nations, 4301 

Benjamin St NE, Minneapolis, MN 55421 

7. 문의 : 한인회 contact@mnkorea.org / 

(651) 440-9192 
 



 

 

 

 

뉴스레터 7월호(통권 5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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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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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족 소개 >>>    

 
 
 

이름: 김재원/류제옥 (동균, 규양)   

소속: 제 2 남녀선교회 

 

 

                                   

 

“Just as a body, though one, has many parts, but …., so it is with Christ.” (1 Corinthians 
12:12-14) 
 

For the past couple of weeks, I've been on a mission trip through central Europe in the 
countries of Hungary and Ukraine. The point of the vision trip was to help and witness 
our fellow Hungarian brothers and sisters that were simply separated by an imaginary 
line on the land. The trip reminded me of the preceding bible verse and confirmations of 
the word through the spirit happened at every stop and person that we met. The simple 
truth of the matter was that although divided by many lines and miles, we are all parts of 
the same body of Christ.  
 

God inspires the body to move. Whatever trials or tribu-lations were in our way at the 
beginning of the trip to even go to Hungary, God provided a way and the zeal to get us 
there. Oftentimes the reasoning for going on a mission trip is not measured by the 
magnitude of one's faith initially, but a commitment to wanting to do more in His name. 
He often inspires us to move and do things that our character and daily routine often 
don't easily allow. To drop everything, and for a moment trust entirely in him rather than 
the path of our own inadequate design.       
 

He worked in moving the Hungarian people we came to assist as well, to trust in some 
lowly travelers and meet us at every destination with smiles and open hearts. Jo napot 
kivanok, a greeting that every single member of the Hungarian congregation gave us with 
a smile on their face as if they had known us for quite some time. Everyone that we met, 
that we helped with our medical missions, hair, and other services made us feel at home 
in a land that was very unfamiliar to us. Even with the great disparity between what our 
hearts wanted to do for the people and what we realistically could, we were met with love 
and excitement everywhere we went from people of all ages. Although we came with the 
premise of giving, we also received countless intangible gifts that gave us peace and 
inspiration for the future.  
 

It made me realize that the body of Christ is simply more than a group of separate 
functions. That it was orchestrated from the head that is Christ and the heartbeat of the 
Holy Spirit that moves us together. Inside the orphanage, inside the churches, and every 
member of the congregation, the resilient heart and generous nature of the Hungarian 
people was present. When given obstacles and pain in separation, it is easy for a group 
of people to turn colder or blame external causes. What we witnessed was a group of 
people that stood and held steadfast to caring and loving one another to get through it 
all in His name, even when it came to openly welcoming strangers. From our translators, 
to the people we would just casually see bicycling down the streets, I never for one 
moment felt alienated or alone. This was not only God working in all of our hearts for 
worship, but also kinship. To know that we are the body that moves with intention, the 
body that leads with our hearts, the body that follows His plans, and above all the body 
that loves left a profound solace inside of me. Solace that made me want to share it with 
others, that this is what the body was capable of, that this is what the church was capable 
of, and that this was the church. No matter where we came from or how many miles 
separated us, that the church was one that every member supported and every member 
rooted for. Through the guidance of one simple principle that we all drink from the same 
Spirit, and saved by the same Messiah. 

 
이 달의 추천도서  >>>   도서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저자: 이찬수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 

 

2018 년 헝가리 우크라이나 VT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2) >>>   Steve Ch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