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기억한다는 것이 소중하게만 느껴지네요. 

이렇게 저의 소식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하고 전해지는 소식이 보는 이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1. 살아가는 이야기 
 

정말 오랜만에 연락 드립니다. 

자주 인사를 드리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으로 저희 소식을 전합니다.  

이곳에 온지도 어느 듯 6 년이 지나, 때는 2018 년 봄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이 몹시도 추웠던 터라 이번 봄은 오랜 기다림과 설렘으로 맞이하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모두 잘 지내시는지요? 

 

저희 가족은 왕회장님의 보살피심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 아들 소망이는 서 

울에서 2 년차 대학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으며 가을에는 군대를 갈 예정입니다. 

작은 아들 예찬이는 고등학생(10 학년)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학교생활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국제학교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3 년 

반을 섬기다가 학교 사정으로 그만두고 현지인 2 명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 두손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ㅊ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ㅈ님의 크신 은혜라”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감사의 삶 

 

 
올해 초에는 ㅂ두산 근처 현지교회의 겨울 성경학교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매 년 동계와 하계 방학캠프로 한 주간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한 그들을 축복하며 즐겁게 ㅊ양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 회를 거듭하면서 그들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으로 주 안에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이번은 제 10 회 캠프로 5 년간의 

초기 계획의 마무리와 장기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는 뜻 깊은 기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은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아프리카인 등 

다양합니다. 매 회 바뀌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지만 캠프가 시작되면 금새 

친해져 헤어지기도 전에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눈물짓게 하는 캠프입니다. 매 회 

경험하는 이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족처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의 비밀인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ㅈ 안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알게 해 주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10 회 캠프에서 함께 불렀던 ㅊ양을 소개하려 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죠 

다름을 서로 알아갈 때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죠 

 

그래서 축복해요 

또 사랑해요 

당신을 통해 우린 주*님을 보아요 

그래서 축복해요  

또 사랑해요 

우리를 통해 오 주*님 기뻐하시죠 

 

 

虽然我们彼此不同  

我们叫了一体 

当彼此知晓之时  

我们变得更加团结一心 

 

所以祝福你  

又再次爱你 

通过你我们看到了上帝 

所以祝福你  

又再次爱你 

通过我们,上帝让我们高兴 

 

 

최근 한국을 오가며 코칭 및 상담관련 공부를 하던 중 3 월에는 미국 상담 

선생님들과 함께 4 박 5 일간 현지ㄱㅎ 리더를 대상으로 한 상담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ㅅ역의 방향과 확장이라는 의미가 있는 

캠프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가정에는 상담ㅅ역이 절실합니다. ㄱㅎ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리더들에게 많은 상담문제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개인 및 집단상담시간을 가지고 저녁 시간에는 비즈니스ㅁ션 

관련 강의를 하였습니다. 모두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도 잊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즈음에는 행복해하는 모습이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담캠프와 함께 비즈니스ㅁ션 관련 강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왕회장님의 ㅇ혜입니다. 부족하지만 적극적인 

호응과 함께 열심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ㄱ도로 동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ㅅ역과 저희 가정을 위해 계속 ㄱ도 

부탁드립니다. 
 

 

3. ㄱㄷ제목 

 

저희를 위한 ㄱㄷ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ㄱㄷ로 준비하고, 섬기는 자로서 ㅂ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2. 앞으로 진행될 일들 잘 준비되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3. 아내의 새로운 ㅅ역을 찾을 수 있도록 

4. 혼자 한국에 있는 소망이가 ㅈ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내도록 

5. ㄷ역하시는 분들의 삶에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6. 양가 부모님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믿*음생활하시도록…… 

 

마음으로 두 손 모아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조재익, 오의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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