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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이웃 사랑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
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직 하

작년 이맘때쯤 미쉘 오 전도사님이 YM 단기선교를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멕시

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

코로 가는것이 아니라 볼티모어로 간다고 했을때 YM 내에서는 여러가지 반응들이 있었

랍니다.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

습니다. 실망과 혼란이 있었고, 저 조차도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 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이

그러나 팀이 꾸려져서 볼티모어로 단기선교를 갔을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

있습니다.

의 '깨어짐'을 보게 하셨습니다. 인종차별의 불평등과 홈리스들부터 새로운 세계에 적응

주일예배

하기 위해 애쓰는 난민들까지...우리들의 마음은 볼티모어를 향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

설교 박동훈 목사

다. 하나님께서는 팀에게 볼티모어에 많은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과 우리가 그 필요를 무
시한다는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단기선교를 마친 후, 우리가 하나님의 사

1부 (오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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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과 긍휼의 눈을 달라고 했던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 팀원들의 마음에서 일하고 계셨음
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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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했을 때의 반응들이 생각났습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왜 여기서 고작 20분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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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으로 선교를 가야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외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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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 일어서서

위에서 말한 제 개인적 반응처럼, 저와 미셀 오 전도사님이 처음 볼티모어로 간

는다면, 우리 모두는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은것이고, 볼티모어도 우
리의 이웃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도전일것이고, 두려
울 수 있으며, 혹은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그
가 우리의 죄된 마음 때문에 얼마나 희생하셨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이 하셧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올해에도 YM은 볼티모어 도시 단기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
시는 분들중에서도 저희 팀의 일부가 되어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위해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도시의 부서진

곳을 보게 하시고 그의 사랑의 사도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또한 선교카페팀
이 저희 팀을 위해 주일친교 모금액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시선교를 향한 주
님의 마음을 찾는 동안 재정적인 면으로도 저희 팀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표에 일어서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1)가난
헌금함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

수요예배
하나님의 구원

창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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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사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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