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니아 소식-캘리포니아에서               2019.08.16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막 6:31) 

캘리포니아에 오면 산페드로 ‘우정의 종각’에 자주 갑니다. 땅 끝자락의 언덕 위에 

있어서 동서남북이 훤히 보입니다.  하늘이 내려와 바다를 만나는 수평선으로 이어진 이곳에 

조국을 생각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종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모든 답답함이 

날라갑니다. 텅 빈 공간에서 마음의 여유를 되찿습니다.  

이 곳에서 로스엔젤레스 쪽으로 약 5 마일을 올라가면 로미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큰 영향을 준 신앙의 선배인 도우슨 트로트만이 자라난 도시입니다. 그는 방황하던 

고교시절 이곳의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되었습니다. 2 차 대전 당시 롱비치 

항구에 들어오는 미군들을 상대로 전도하며 네비게이토라는 선교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미쳤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트로트만을 통해 배운 

것들을 아직도 간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한 영혼의 

중요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번 여름 이 동네를 지나칠 때마다 트로트만의 삶과 영적 유산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귀국한 주요 목표는 지난 수 년간 공부한 신학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캠퍼스 전도로 

사역을 시작한지 거의 40 년 후에야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취감보다는 앞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할 것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세월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위해 마음을 정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름에 귀국한 동안, 주님이 한 가지 깜짝 선물을 주셨습니다. 7 월 말에 2 주간 대만에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대만의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어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그 분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 저희를 통해 일하실 것에 대한 예고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제 3 기 (2010-2018) 사역에 함께 

했던 WEC 선교회와 결별하고 GMP-America(미주 GMP)로 소속을 바꾸었습니다.  지난 8 년간 

WEC 으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보고 

주님 의지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지도록 좁고 어두운 길로 인도하셨던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길을 지나는 동안 기도로 붙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선교회를 

통해 선교헌금을 보내시는 방법은 아래 별지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8 월 28 일 

알바니아로 돌아갑니다.  알바니아에서 다시 소식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박 성태, 미석 드림 

 

기도해 주세요: 

+ 곳곳에서 만나는 알바니아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도록 

+ 소수의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일군으로 견고히 자라도록 

+ GMP America 와의 팀사역을 통해 더욱 넓은 영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선교사 재정 후원 안내 

GMP America 

<미국내 후원> 

1. Check로 보내는 경우  

Pay to the order:  GMP America 

Memo: Song & Christy Park 

Address: 

GMP America 

P.O. Box 555  

Ellicott City, MD 21041 

2. Wire Transfer하는 경우  

Bank: Bank of America 

Account Number:  4460 3501 8676 

Name:  GMP America 

Routing No :   

026009593 (wire transfers) 

052001633 (auto or AHC Transfers) 

SWIFT code :    

U.S.dollars - BOFAUS3N  

Foreign Currency – BOFAUS6S 

Bank Address :  

10300 Little Patuxent Pkwy STE 3010 

Columbia, MD 21044 

3. Zelle로 보내는 경우 

E-mail: gmpamerica@gmail.com 

Notes:  

1. 모든 Transfer 에는 Memo 에 Song & Christy Park 과 보내시는 분의 이름을 기입해주세요. 

2. 세금 보고를 위한 영수증과 필요한 모든 것은 임지혜 재정간사에게 문의 하시면 잘 도와 드릴 

것입니다.     

E-mail: gmpamerica@gmail.com 

Phone: 240-786-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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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후원> 

한국에서의 미주 G.M.P 선교사 후원은  

"빈손 채움" 단체의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은행: 우리은행 

계좌번호: 1005-080-051004 

이름: 재단법인 빈손 채움 

  

*입금 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 이름과 입금자 이름을 같이 입력해주세요*  

         예시: 000 (선교사 이름) / 000 (후원자 이름) 

 

<한국 내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빈손 채움 전화나 E-mail 을 통해 성함/주민번호/연락처/후원선교사 명을 남겨주시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빈손 채움 재정 담당자: 하민경 간사 

전화번호:  02-6462-1532 

E-mail:   binchae15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