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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있는 인생 Life with Dreams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으면 많은 사람들

은 자기 나름대로의 일년지계를 세웁니다만, “작심삼일”이

라는 말처럼 실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

까요? 그 이유는 확실한 꿈과 실천하고자 하는 강열한 의지

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한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 연설로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목사님의 꿈처럼 그런 원대한 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물

론, 꿈이 있다고 해서 모

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

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

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서 이 메시지를 읽는 모

든 분들은 작은 꿈이라도 

새해에는 꼭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연령에 따라 꿈은 변하

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

다. 아니, 발전하고 성숙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소년기와 청년

기에 가졌던 꿈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두가지 모두 실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지난 30년 이상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70세를 앞두

고 저에게는 몇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확실히 

실현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두 가지는 혹시 해를 넘길 수

도 있습니다.

꿈에 불타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입니다. 반

면,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젊어도 “늙은이”라고 할 수 있

The new year 2020 has dawned. At the New Year many 
people make their own yearly plans, but we can see a lot of 
failures like the expression “a resolution good for only 3 
days”. Do you know why? This is because they neither have 
clear dream nor strong will to live up to it.

What kind of dreams and plans do you have in the New 
Year? I think everyone should have dreams regardless of age 
or sex. You don’t have to have such a great dream as Rev. 
Martin Luther King had who is famous for his noted speech 

“I have a dream”. Of 
course, not all dreams 
come true. However, 
a person who does not 
have a dream can ac-
complish nothing. In this 
respect I suggest all who 
read this message have 
dreams in the New Year, 
even if they are small.

Dreams seem to 
change or develop with 
age. Well, they must 
evolve and mature. In my 
case, the dreams I had in 
my boyhood and adoles-

cence were diff erent. To my regret, neither dream came true. 
However, I have lived for the past 30 years with God-given 
dreams. And I have a few new dreams for the New Year, 
when I turn 70 years old. One of them looks certain to be 
feasible this year, and the others might be over the years. 

A person who is burning with a dream is young even if he 
is old. On the other hand, a person without a dream is only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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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에서 꿈이 있는 축복 된 새해 맞으세요!
Happy New Year with dreams in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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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설령 그 꿈이 실현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이뤄진 꿈 자체에 있는 것

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꿈을 가

진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갈렙을 롤모델로 삼고 싶

습니다.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낙사람의 산지

를 정복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호수아에

게 요청합니다(수 14:6~12). 미국의 맥아더 원수는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이 70세가 넘어 총사령관으로서 맹

위를 떨쳤던 사실을 차제에 상기해 봅니다. 그가 남긴 유명

한 말이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

다”. 이 말은 그가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묘사해 줍니다.

꿈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

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을 꾸거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예로 들면 요셉이 꾼 꿈들과 다니엘이 본 

이상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

시는 것 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

왕 바로와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둘째로 사

람이 꾸는 꿈입니다. 많은 꿈들은 과거와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꿈으로 재현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소원하던 일들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그 꿈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

다. 꿈을 잘 분별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나 뜻으

로 해석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개꿈으로 판

명되기 때문입니다.

old man, no matter how young he may be. Even if the dream 
doesn’t come true, it is okay. I believe that the value of a per-
son does not lie in the dream that came true, but on whether 
he has it or not. All the men of God in the Bible were the 
dreamers. Particularly, I want to make Caleb my role model. 
He asked Joshua, the leader of Israel to allow him to conquer 
the hill country of Anakim despite being 85 years old (Jos. 
14:6~12). I recall Douglas MacArthur, the general of the 
U.S army who exercised an overwhelming infl uence as the 
commander in-chief of UN at the age of 70,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You know his famous saying. “Old soldiers 
never die, they simply fade away”. This well describes the 
fact that he never gave up his dream until the end.

I think there are largely two kinds of dreams. Firstly, there 
are dreams given by God. There are many who dreamed 
God-given dreams or saw visions in the Bible. Some of the 
typical examples are Joseph’s dreams and Daniel’s visions. 
In order to accomplish His plans God makes even the gen-
tiles who do not know Him dream the dreams.  Good ex-
amples are the dreams of Pharaoh, the king of Egypt and 
Nebuchadnezzar, the king of Babylon. Secondly, there are 
dreams from men. Most of the dreams are recapitulation of 
past and present experiences. Also, in many cases the things 
people think, plan and wish come to dreams. In this case the 
spiritual interpretation of the dream is not only inappropriate  
but also could be dangerous. When we fail to discern the 
dreams carefully and conclude that they are the answer from 

묘사해 줍니다.

꿈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

성탄 파티에서 순서를 맡아주신 류재덕목사님, 김영민장로님,
이창록집사님과 함께 / Posing at Christmas Party with Rev. Jaeduk Lew, 

Mr. Young Min Kim, Mr. Chang Rok Lee who took charge
재활운동실에서 기념 촬영하는 죠셉형제와 부모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난지 3년만에 이만큼 회복하신 송정숙권사님
Brother Joseph and his parents pose for a picture at Shalom’s Rehab 
Exercise Room – by the grace of  God Mrs. Song has recovered this 

much since she had an accident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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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람이 꿈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킹목사님

의 꿈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의 흑인 인권에 대한 꿈은 하

나님께서 꿈으로 보여 주셨다기 보다는 자신이 현실에서 

충격이나 영감을 통해 가진 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사정을 통해서 통찰력과 영감을 얻

어 자신의 꿈으로 키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가 그랬

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권유를 통해 세상적

인 꿈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꿈은 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동

기가 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

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

느니라”(29:18). 이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 통찰력을 얻습

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크고 작은 비젼을 

갖게 되며 그 사람은 축복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들께 신년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질 수 있는지 성

경구절을 두 가지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

희의 힘이니라”(느 8:10b).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

면) 그가 너에게 네 마음의 소원을 주시리로다”(시 37:4).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공통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

것은 성도의 궁극적인 비젼으로서 천국에서 누릴 영화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을 감내하며 성화되

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해 내내 함께하기를 기원합

니다.

박모세 목사

or will of God, we may see failures. For in many cases such 
dreams turn out to be empty dreams. 

Meanwhile, it is vitally important that people have 
dreams. Dr. King’s dream is a good example. His dream of 
black human rights is not something God has shown him 
in a dream, but rather a dream he had in reality by way of 
shock or inspiration. Also, we can gain insight and inspira-
tion from other peoples’ experiences and achievements to 
make our dreams and develop them. In my case it was. For I 
once had worldly dreams prompted by other peoples’ praise 
and advice.

A person with dreams is a happy person. On the contrary, a 
man without dreams is an unhappy man. Dreams bring about 
motivations. There is a saying in the proverbs. “When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are unrestrained, but happy is he 
who keeps the law”(29:18). In this passage I receive two 
insights. Namely, if you keep the law of God you will have a 
vision, big or small and you are a blessed man.

Now I am going to give you a New Year’s gift. How could 
we have dreams? Let me give you two wonderful verses.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Neh 8:10b). “De-
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
sires of your heart”(Ps. 37:4). And there is a dream that we 
must have in common. It is glorifi cation, the ultimate dream 
of all saints that we should yearn for heaven. In order to 
share the glory with Christ we need to share the suff erings of 
Christ and be sanctifi ed here on earth.

Have a Blessed New Year full of dreams!
Moses Park

2019년 성경퀴즈 수상자들과 함께
Posing with the winners of Bible Quizzes fo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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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선물할 곰 인형을 아버지 조나단 형제에게 전달하며
Posing with Brother Jonathan to whose son Rev. Park gives a Christmas 

gift of the bear d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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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대통령 봉사자 상을 수상한 학생들과 함께
Posing with the students who won Presidential Volunteer Award 

for 2019

  지난 한 해 동안 본 선교회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새해

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샬롬의 회원들이 새해에는 모두 꿈이 있는 삶을 살도록

  새해 사역계획들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성취되도록

  제44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위하여

     1) 좋은 선교사님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2) 기금모금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들의 안전과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새해에도 사역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본 선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단체와 개인후원자를 위하여, 

특별히 새로운 후원자와 봉사자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본 선교회 이사회와 임원회를 위하여, 특별히 집행하는 풀타임 사

역자들을 위하여

1월의 기도제목

  지역교회 사역: 박모세목사님이 12월 1일(주일) 뉴송교회(오서택

목사)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방문 – 훌러튼장로교회(황인철

목사), LA연합감리교회(이창민목사),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목

사), 남가주샬롬교회(김준식목사), ECO선한목자교회(고태형목사)

  정기 임원회 개최: 2019년도 마지막 정기임원회가 12월 6일(금) 익

명의 후원자의 섬김으로 용궁식당에서 개최되어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역활동을 나누며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봉사자상 시상식: 지난 한 해 동안 목요예배를 위해 봉사

한 고등학생 총 8명에게 12월 5일 목요예배시 대통령 봉사자상을 

수여했습니다.

  2019년도 성경퀴즈 시상식: 지난 1년간 월 2회씩 실시한 성경퀴즈 

시상식이 12월 12일 목요예배시 거행되었습니다.

  제20회 장애인가족 장학금 수여식 및 성탄파티가 12월 19일(목) 코

리아타운 내 아로마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총 9명의 

학생들(대학교, 고등학교)과 멕시코 현지의 약 40명의 어린 학생들

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 송년예배: 12월 26일(목) 코너스톤교회 이종용목사님과 

CPT 찬양팀을 모시고 송년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 사역활동 및 살롬 소식

  We give thanks and glory to God for having led our 
Ministries with grace and blessings, in the past year and 
granting us a New Year as a gift
  for all the Shalom members to live a life with dreams in 
the New Year
  for the ministry plans to be carried out in grace
  for the 44th “Wheels Project” to be launched in 2020

     1) for the Spirit-fi lled missionaries to get connected
     2) for the fund-raising event to go well 

  for the safety & health of the disabled & their family 
members
  for the fi nancial needs to be met in the New Year
  for the church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supporters 
that support our Ministries, specially for the new support-
ers and volunteers to join our ministry
  for the board of directors, board of volunteer staff s, and 
specially for the full time ministry staff s

 Prayer Requests for January, 2020

  Local Church Ministry: Rev. Moses Park preached the 
Word on Dec. 1st(Sun) at New Song Church. Visits – Fuller-
ton Presby. Church, Los Angeles UMC, Dong Shin Presby. 
Church of S. Cal., Shalom Church of S. Cal, Good Shepherd 
Church of ECO.
  Regular Staff  Meeting: The fi nal regular meeting of the 
volunteer staff s was held on Dec. 6th(Fri) to review the min-
istry activities for the past year. The dinner was provided by 
the anonymous supporter at a restaurant.
  Presidential Volunteer Award was given on Dec. 5th to a 
total of 8 high school students who volunteered to serve the 
table on Thursdays for the past year.
  Bible Quiz Award for 2019 was held on Dec. 12th to rec-
ognize and present prizes to the winners who participated in 
the quizzes that were held twice a month.
  The 20th Scholarship Award Ceremony for the Disa-
bled and Christmas Party was held on Dec. 19th at Aroma 
Center sponsored by the anonymous supporter. This year 
we gave scholarships to a total of 9 students (college, high 
school) and abt. 40 young students in Mexico.
  The 2019 Year-end Worship Service was held on Dec. 
26, when Rev. Jongyong Lee preached the word while CPT 
members presented special music. 

Ministry Activities & Shalo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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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송년예배시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용 목사님 / Rev. Jong Yong Lee 
preaches the Word during the 2019 year-end worship 

1)  12월 목요예배시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류재덕목
사님, 이종용목사님

2)  12월 목요예배를 위해 저녁식사를 제공해 주신 지역교회와 성도님
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치플러스(김영희권사), 신동일안수집사 가
정, 익명의 후원자, 코너스톤교회

3)  지난 1년간 매주 목요예배를 위해 찬양을 인도해 주신 분들께 감
사드립니다: 강재필집사님 외, 최익선집사님 외, GGM 찬양팀, 최
동철장로님 외

4)  지난 1년간 매주 목요일 예배를 위해 신선한 과일을 제공해 주신 “
풍성한 과일”(백민성 집사님)에 감사드립니다.

5)  지난 1년간 샬롬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그리고 받은 바 달란트
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  금년에도 회원들을 위해 김치(60병)와 티세트를 성탄과 연말 선물로 
기증해 주신 ㈜담터(이상기 지사장)께 감사드립니다. 

7)  본 선교회 회원들을 위하여 선물(담요)과 함께 그라지 세일로 마련
한 물질($812.00)을 선교회에 후원해 주신 화랑청소년재단(수아강
회장, 나단이회장)에 감사드립니다.

8)  샬롬의 성탄파티를 위해 3년째 적지않은 물질을 후원해 주신 익명
의 후원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  샬롬 회원들을 위해 성탄 선물을 기증해 주신 최동철 장로님과 김
은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1)  those who preached the Word in Dec. : Rev. Jaeduk Lew, Rev. 
Jong Yong Lee

2)  those who provided dinner in Dec. : Kimchi Plus, The Shin 
Family, Annoymous supporter, Cornerstone Church

3)  those who led praise & worship for the past year: Mr. John Kang, 
Mr. Andrew Choe, GGM Praise Team, Mr. Dong C. Choi

4)  “Hanmi Fruit” (Mrs. Min Sung Baek) who donated fruits 
every Thursday for the past year.

5)  those who participated in our ministry with prayerful supports 
and volunteer works in various fields for the past year.

6)  Mr. Sang Kee Lee, the manager of Damtuh that donated 60 
bottles of Kimchi and tea set gifts for our Ministries

7)  Hwarang Youth Foundation that donated 120pcs of blankets 
and $812.00, for which the students had a garage sale.

8)  the anonymous supporter who gave the Christmas party for 
the 3rd consecutive year

9)  Mr. Dong Cheol Choi and Mr. Eun Sun Kim who donated 
Christmas gifts for our members

We Give Thanks to

기증해 주신 ㈜담터(이상기 지사장)께 감사드립니다. 

2)  2)  

3)  

4)  

5)  
샬롬회원들을 위해 60개 용기의 김치와 전통 차세트(30개)를 기증해 주
신 ㈜ 담터의 직원과 기념촬영하며/ Posing with the staff  of Damtuh, 
that donated 60 containers of Kimchi and 30 sets of traditional tea  

for Shalom members

예배 후 회원들에게 성탄선물을 나누어 주는 화랑청소년 재단 학생들
The students of Hwarang  Youth Foundation hand out the

Christmas gifts to Shalom members as they leave the sanctuary
after the worship service

Mr. Sang Kee Lee, the manager of Damtuh that donated 60 

2019 성탄 파티에서 캐롤을 부르는 SDM 찬양팀
The members of SDM Praise Team present Christmas Carols

at th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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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 파티에서 2019년도 샬롬 장학금을 수상한 학생들과 기념촬영 
Posing with the winners of 2019 Shalom Scholarship during

Christmas Party

장애회원 지련의자매의 첫 아이 아놀드 / Arnold, the fi rst child of sister Lianyi

모세 목사님께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쟌의 장례식과 삶에 이토록 중요한 부분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

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이어진 아름다운 음성의 찬양은 특별한 기

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쟌을 알게 된지는 그의 가족이 1961년에 LA로 왔으니 오

래 되었습니다. 쟌의 가족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

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앤디자매가 그 일을 인계 받았지

요. 그녀는 훌륭한 누나였습니다.

저도 쟌을 사랑했지만 그를 위해 좀더 잘 해줬어야 하는데 아쉽

습니다. 이 선물은 쟌을 추억하는 것으로 목사님의 훌륭한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목사님과 귀한 사모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나젤리 드림

회원 코너 1

1)  12월에 등록한 신규회원 진희광형제님(중풍)을 환영합니

다!

2)  장애회원 고 쟌리형제(청각)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12

월 6일(금)에 천국 환송예배를 드렸습니다.

3)  장애회원 고 양춘식집사님(당뇨로 인한 투석)의 천국 환송

예배가 12월 7일(토) 드려졌습니다.

4)  장애회원 지련의자매님(뇌성마비)이 결혼한지 18개월만인 

12월 12일에 득남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원 동정

Dear Moses,
Loving greetings.
Thank you for being such an important part of John’s 

service and life. Your words, and then singing was a spe-
cial joy - beautiful voice. Thank you. To God be the glory.

I’ve known John a long time when the Lee family came 
to Los Angeles in 1961. John’s family did everything they 
could for him. After they died Andi took over. She was a 
wonderful sister.

I loved John and wish I could have done more for him. 
This gift is in his memory. This is for your wonderful minis-
try. Loved meeting you & your precious wife.

Nazelie

Members’ Corner 1

1)  Brother Hee Kwang Jin who had earlier had stroke joined our 
Ministries in December. Welcome!

2)  Brother John Lee, the deaf was called to the eternal home, and 
the funeral service was held on Dec. 6th.

3)  Brother Chun Sik Yang who had been on dialysis for many years 
was called home, and the funeral service was held on Dec. 7th.

4)  Sister Lianyi Chi (cerebral palsy) gave birth to a son on Dec. 
12th, 18 months after she married. Congratulations! 

Members’ News

The 43rd Wheels of Love Project (as of 12/23)
• Financial Supporters: Moo H. Choi, Young K. Park, IL M. 
Shim, Linda Hahn, Kyung H. Hwang, Sarang Community Church

후원금 $200.00이면 성경책과 함께 수동휠체어 1대와 크러치 등 

2세트를 구입하여 총 3명의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동력을 

주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게 됩니다.

Your donation of $200.00 will be used to purchase 1 man-
ual wheelchair, 2 pairs of crutches and a Bible so that a 
total of 3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have changed lives 
through the gos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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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

리이다”(시 65:4).

어제는 과거로 흘러 지난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듯 세월은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해이고 또 새

로운 날들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응하며 흘러갈 것입니

다.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각오로 시작하는 새해!  새로운 해라서만 좋

은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마전부터 우리 선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수빈 자매에 대

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수빈 자매는 뇌질환 장애가 있는데 산호세

에서 살다가 이곳 LA로 와서 살게 된 자매입니다. 어머니는 2013년

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셨고 아버지는 멀리 한국에 계시

기 때문에 잘 만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할머

니와 함께 살다가 할머니마저 편찮으셔서 양로 병원으로 들어가시고 

지금은 이곳 한인타운 외삼촌집에서 외사촌 동생과 셋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빈 자매가 우리 선교회에 나오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얼

굴이 환해졌는지 모릅니다.

요즈음에는 우리 SDM찬양팀에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연습하는 

수요일 오전에는 어김없이  “전도사님, 저 오늘 찬양하러 갈래요, 데

리러 와 주세요” 또 목요일 예배가 있는 날에도 동일하게 “전도사님, 

저 오늘 예배 드리러 갈래요” 하며 전화를 합니다. 자매는 이렇게 우

리 샬롬에 나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며 샬롬에 와서는 떨리는 목소

리로 “전도사님, 저 여기 교회 오는거 너~~무 좋아요” 자매는 그동안 

많이 외로웠나 봅니다. 그래서 허그를 해주며 “그래 반가워요, 잘 왔

어요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매님을 아주 많이 많이 사랑하시

고 전도사님도 수빈자매 사랑해요!” 하면 함박 웃음을 웃는 예쁜 자매 

”How blessed is the one whom You choose and bring near to 
You to dwell in Your courts. We will be satisfi ed with the good-
ness of Your house, Your holy temple. ( Psalm 65:4)

Yesterday is part of the past.  Time has passed by and the new year 
has begun.  It’s the new year and new days and they will go on surren-
dering to God’s schedule.  New Year is not just great because we begin 
with new heart, new determination, and new resolution, but because 
we have hope, and desire, and we have great expectations for the things 
God will do.  

Today, I want to talk about Subin, who started attending our Minis-
tries recently.  She is disabled due to a brain disease, and she recently 
moved to Los Angeles from San Jose. Her mother went to be with the 
Lord in 2013 and her father lives in Korea so she hardly sees him.  She 
was living with her mother and after her mother passed away, she lived 
with her grandmother for awhile but after her grandmother became ill 
and had to move into a nursing home, she moved in with her uncle and 
her younger cousins, and now it is the three of them living together here 
in Koreatown. How much she likes and brightens her face since the 
attended our Ministries!

Lately she sings with SDM praise team together.  On Wednesday 
morning before practice she calls me every time and says “Pastor, I 
want to give praise.  Please come to pick me up.” She calls me on 
Thursday when we have worship service and says “Pastor, I want to 
go to worship service.”  This sister counts the days till she can come 
to Shalom and when she is at Shalom she says with her voice shaking 
“Pastor, I love coming to this church”  She must have been very 
lonely until now. So I gave her a big hug and said, “I am so glad you 
are here. We welcome you here. Jesus loves you and so do I!”  
She is a beautiful sister with a huge smile. She hasn’t been to church 

김 명 숙 전도사 (Myoung Sook Kim, Asst. Pastor)

142

샬롬에서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봉사하는 수빈자매(가운데) /
Sister Subin (center) enjoys fellowship with friends at Shalom.

지난 한해 동안 매달 두번째 목요예배시 찬양을 인도하신 최익선 집사님과 
반주자 송은영 집사님, 그리고 씽어들과 드러머 스티브오 형제

Mr. Andrew Choe, the song leader poses with Mrs. Song, the pianist 
and the singers and Steve Oh, the drummer who volunteered to lead 

worship and praise on 2nd Thursdays for the pa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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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now. She said she went going to Jehovah’s Witness gatherings 
with her Grandma before the moved to LA and she hated it.  She does 
not yet know who God is or who Jesus is but I will guide her with the 
Word so she will get to know Him.

She really likes the art of folding papers and when she comes, she 
teaches everyone how to do it.  She enjoys praise, worship, and fellow-
ship. How pleased God must be to see that through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many disabled brothers and sisters are able to communicate 
in the language uniquely theirs and share their hearts, loving each other 
and forming a community in Christ.  This year, I plan to do the best for 
myself and for serving our members. I have read the following quote 
from a book once. “The reason I do my best in everything is not 
to get the best result but I want to be free of guilt when I look 
back on my life because I do not want to regret not putting all 
my eff ort.” I pray earnestly that in the year 2020, that you and I will 
be like Enoch and walk with God every step of the way that there will 
be no regrets when looking back. I hope that this year will be a blessed 
year as we carry out the vision God has given to Shalom, which is to 
search for and serve the disabled people in our communities.

 

입니다. 그동안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외할머니가 여호와의 증인

에 다니셔서 할머니를 따라 그곳에 갔는데 갈때마다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따라 갔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

구인지 잘 모르는 자매이지만 차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도록 

잘 인도해 주려고 합니다.

수빈 자매는 종이 접기를 좋아해서 샬롬에 오면 다른 친구들에게 종

이 접기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어울리는 

시간도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샬롬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장애인 친

구들이 서로 그들만의 언어와 감정으로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

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모습에 우리 하나님

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해에는 제 자신에게

도 우리 회원들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어느 책에

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날들을 뒤돌아 볼 때 모든 것을 쏟지 못한 

게 후회 될까 봐 또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요. 2020년 새해도 주어진 시간들에 후회하지 않도록 에녹처럼 매 순

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

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샬롬에 주신 비젼 어렵고 소

외된 장애인들을 찾아 내어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한 해

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search for and serve the disabled people in our communities.

지역교회에서 성탄절 예배후 제임스 & 미나 비스키 가족과 기념촬영
Posing with the Biskey Family at a local church after the

Christmas Day worship service

존경하는 박목사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시는 모든 모습이 너

무 놀랍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크게 은혜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주 적은 선물을 드립니다. 샬롬

과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이나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는 모든 일과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모

델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함으로 

카렌 신 드림

회원 코너 2
Dear Pastor Park,

Merry Christmas! It is so amazing to see all the ways you 
serve the community through Shalom. I am so blessed by 
your ministry.

Here is just a small gift that I hope will help. I will be praying for 
Shalom & for your health, and please let me know if there is anything 
I can do to help and be a part of this kingdom work.

Thank you for all of the ways you serve God & for being a 
role model as an obedient servant of God. 

Best Regards
Karen Shin

Members’ Corner 2

teaches everyone how to do it.  She enjoys praise, worship, and fellow-
ship. How pleased God must be to see that through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many disabled brothers and sisters are able to communicate 
in the language uniquely theirs and share their hearts, loving each other 
and forming a community in Christ.  This year, I plan to do the best for 
myself and for serving our members. I have read the following quote 
from a book once.
to get the best result but I want to be free of guilt when I look 
back on my life because I do not want to regret not putting all 
my eff ort.”
be like Enoch and walk with God every step of the way that there will 
be no regrets when looking back. I hope that this year will be a blessed 
year as we carry out the vision God has given to Shalom, which is to 
search for and serve the disabled people in our communities.

수빈 자매는 종이 접기를 좋아해서 샬롬에 오면 다른 친구들에게 종

search for and serve the disabled people in our communities.
제20회 장애인 가족 장학금 수여식에서 특별찬양을 부르는 배주은자매

Miss Rachael Bae presents special music at the 20th Scholarship Award 
Ceremony for the Disabled

2020년 새해 표어는 “장애인 사회를 복음화 하는 소망의 공동체” 
(A Hope Community that Evangelizes the Disability 
Community)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