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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표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후반전

신앙시론 Contemporary Issues

유한나 청년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온 지 이제 한달 된 새가족 청년부 

유한나입니다. 4년전, WEST라는 국가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에서 4개월정도 지내면서 한달 반정도 퀸즈장로교회에 

다닌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승욱목사님께서 담임이신 

분당할렐루야교회를 초등부때부터 다녀서 뉴욕에 오기전 

목사님께 퀸즈장로교회를 추천해주셔서 여러 인연으로 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와 예배가 제 삶에 너무 일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일하듯 

말씀을 메모하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무엇인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오랜 친구들과의 친교를 통해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물흐르듯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인 시간으로 제 비젼에 대한 

새가족 이야기—더 가까이 만나요

러시아 월드컵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축구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뉩니다.

아쉬웠던 전반전이라도 후반전에 잘하면 됩니다.

최종 승부는 후반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이 즐겨 먹는 맥도날드는 레이 크록(Ray Kroc)이 53세에 

시작했습니다.

커넬 할랜드 샌더스(Colonel Harland Sanders)는 65세에 KFC의 첫 

체인점을 열었습니다.

그는 1,008개의 식당에서 퇴짜를 맞았지만 1,009번째 식당에서 첫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2018년도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일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간입니다.

주저앉아 있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앞에 죄짓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후반전이 되도록

7월, 후반전의 첫 시간부터 최선을 다해 달립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생각도 무뎌져 갈 때 쯤 미국이라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바라고 원했던 것이었지만 막상 주어진 기회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내어어 이곳에서 

처음 새가족이 되어 지난 한달동안 예배라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고 타지에서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여러 걱정들 말씀과 

찬양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1년동안 뉴욕에서 인턴쉽으로 머물 예정입니다. 물론 

여전히 다른 환경 속에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많지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뉴욕에서의 생활, 퀸장에서의 예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비젼을 갖고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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