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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딸 윤아가 8학년을 시작할 무렵 선한이웃 앙상블(GNE)의 활동

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의 선한이웃 선교회(GNM)와의 인연은 시작되었

다. 아내는 2곳의 양로원을 섬기고 있으며 해마다 열리는 자선음악회에서

는 봉사자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다. 또한 부족하지만 이사 직분을 맡아 성

실히 섬기지만,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섬기지 못하고 정기 자선음악회 중 

합창 순서에만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작년 여름에 GNM 대표 정준

임 집사님으로부터 앙상블 단원들과 학부모님들이 요르단 단기 선교를 하

러 가니 동행, 훈련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10년 전에 요르단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었고, 이슬람 지역의 선교에 관심도 많고, 나름의 

경험이 있는 터라 거절하지 못하고 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정해진 일

정을 보니 성탄절 오후에 떠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신년 

오후에 오는 예정이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소중한 시간에 선교하러 가

야 한다니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선교회를 섬기는 아내는 흔쾌히 허락

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해외 선교단체 주관으로 그 기간에 선교를 떠난다

면 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쉽게 결정을 하고 요르단 선교여행을 놓고 기

도를 하게 되었다.   

 요르단은 원래 하시마이트 왕국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우디아라비

아의 메카 땅의 주인인 하심 가문이 요르단 지역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

어나면서 그 가문의 우두머리였던 후세인이 독립 왕국을 세웠고, 지금은 

그의 아들 압둘라 2세가 왕으로 다스리며, 어디를 가도 후계자 후세인 왕

세자의 사진이 함께 걸려 있을 정도로 철저한 왕국이다. 한편 조상 때부터 

내려온 수니파 이슬람 종교 배경이 큰 영향을 차지하고 기독교 교인들은 

5% 미만으로 거의 시리아 정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이며 복음주의적 개

신교 성도들은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되는 미전도종족 국가이다. 그런

데 요르단은 1960-70년대에 팔레스타인에서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나

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며 최근 1990년대 이라크전쟁 이후에는 이라크 난

민, 2011년 시리아전쟁 이후에는 시

리아 난민 등 그야말로 난민들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1960년대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온 가

정의 2세 나빌 목사님은 교회를 섬기던 

중 이슬람교도들에게 기독교 전도가 금

지된 나라에서 믿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학교를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암만에 있었던 한

국인 선교사를 만났고, 그분이 소개해 

준 재미 한인교포를 만나 학교 설립을 

위한 모금을 위해 미국에 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슬람 한복판에 American 

Academy of Jordan이라는 미국식 

교육을 한다는 모험에 모금 실적은 성공

적이지 못하였다. 그래도 많지 않으나 

모금된 돈과 기도의 약속을 받고 요르단

에 돌아온 그는 부인과 함께 집과 땅과 

가지고 있던 귀금속들을 팔아 학교를 시

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에서 많은 선생님이 자원하고 선교단체

들이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사실 매우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

으며 학생들을 가르칠 외국 사람들은 누

굴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려

고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쏟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분들 중에 재미교포 김

재문 선교사님과 김유진 선교사님 부부

가 계셨고 그들은 GNE 지휘자 김동민 선생님과 오랜 친분으로 2018년 

GNE 연주회에 초대되어 오신 것이다. American Academy에서 수학

과 음악을 가르치는 중에 현지인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던 중 하나님

의 선물인 음악을 통하여 무슬림들의 굳어진 마음을 풀기 위한 Love 

Jordan Music Project를 시작하여 3회에 걸쳐 전문 음악인들을 초청

한 연주회를 열었었다. 이번에는 GNE 학생들이 와서 연주와 현지 학생들

과의 교류를 통해 문을 열고 많은 바이올린, 첼로, 키보드 등 악기를 선물

로 전달하고 낙후되어있는 음악 교육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한 이웃 선교회 미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
님을 찬송 하리로다.”(시편
146:1-2) 
 

「미국 노인 복지 홈」 중에서 우
리가 흔히 양로원이라고 부르는 
「널싱홈」은 주로 육신의 기력이 
쇠진하여 홀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처소입니다. 따라서 많은 노인
들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거
처하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미
국 양로원인 「널싱홈」을 방문하
여 그곳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더불어 찬송을 함께 부르며 복
음을 전하며 여러 모양으로 사
랑을 나누는 것이 선한 이웃 선
교회의 「평신도 양로원 선교사
역」입니다. 

Coming Events  
 
 

 6/15/2019(토) 7:30 PM 

 창립 20주년 기념 자선음악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Ridgewood,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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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E 단원들과 함께 한 요르단 선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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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경전에는 음악을 ‘하람’이라고 부르며 이는 ‘금지’라는 뜻으로 

음악은 알라에게서 멀어지게 하니 가르치지 말라고 하여 그렇게도 음악 

수준이 낮게 된 것이다. 음악을 통하여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

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라의 신은 알고 경계를 하였나 보다. 

생각보다 추운 날씨와 시차로 인한 피곤함과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 그리

고 현지인 가정과 선교사님들 가정으로 뿔뿔이 흩어져 불편한 잠자리를 

가졌음에도, 선교단원들은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지내게 되었다. 

저녁 늦게 도착한 힘든 일정으로 시작했으나 그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수

백 명의 학생에게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었고, 오후에는 학교가 위치한 

자르카 시민회관의 연주회를 준비하며 난방도 없는 추운 회관에서 김동민 

지휘자 선생님의 지도로 5시간 가까이 연습을 하였다. 춥고 피곤한 상태

에서도 오랜 시간의 연습을 잘 감당한 우리 학생들이 대견하였다. 동행한 

GNM 대표 정준임 집사님과 학부모님들은 같은 장소에서 추위와 피곤함

을 그다음 날 열릴 연주회에 수많은 자르카 시민들로 회관이 꽉 찰 수 있

도록 기도하며 견딜 수 있었다.  

 시민회관에서 연주가 있던 날은 2018년의 마지막 금요일로 무슬림

들에게는 휴일이고 게다가 비까지 온다고 하여 걱정을 하였다. (요르단 사

람들은 사실 춥고 비가 오는 금요일은 모스크뿐만 아니라 아무 곳도 안 가

고 집에 있다고 함) 그러나 연주회 당일엔 연주를 보러 오는 시민들로 회

관이 거의 꽉 차게 되어 기도를 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였다. 연주 내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의 은혜가 구경하는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였다. 우리가 공

개적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야 합니다.’라고 외치

지 못하였어도 우리의 연주와 발걸음과 손 모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

하실 것을 기대하였다. 특히 연주를 마치고 대부분 청중이 남아 있는 가운

데 김유진 선교사님의 제안으로 ‘Amazing Grace’를 연주하여 선교단

원 일행은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감사하였다. 

 연주 일정을 마치고 단원들은 선교사님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가이드

로 여러 곳을 방문하였는데 제한된 지면 관계상 자세히 쓸 수 없지만 지금

도 감동으로 남아 있는 곳을 소개하면, 요르단은 대부분 장소가 성경의 땅

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야곱이 오랜 피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날밤 주님과의 인카운터

를 겪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여명을 맞이했다는 브니엘, 엘리야가 불병거

를 타고 승천했다는 요단강 부근, 예수님이 공생애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를 받았다는 곳, 다윗에 의해 밧세바의 남편 헷사람 우리야 장군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져 죽었다던 암만성,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마감해야 했던 느보산, 그곳에서는 사해 

(Dead Sea)가 보이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여리고 성이 눈앞에 들어

왔다. 마지막 일정으로 춥고 피곤하였던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사해 리조트

를 가서 학생들은 사해 체험을 하면서 그동안의 어려움을 사해 바다에 모

두 내려놓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좋은 일, 힘들었던 일 그리고 마음을 졸였던 일들이 있었으

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고 짧았지만 긴(?)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정을 주관해 주신 GNM과 American Acade-

my of Jordan을 후원하면서 우리 선교팀을 초대하고 후원해 주신 

IDEAS 선교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Love Jordan Music Project 2018을 하나님 선교 사역

으로 이해하고 참가한 학생들이 이 선교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선한 결과가 맺어지기

를 기도한다. 이 선교여행을 위하여 수많은 성도의 중보기도와 협조에 감

사하며 이 기도가 차세대들의 믿음의 여정으로 연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며 완성하실 주 하

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정 광 현 장로 

아콜라 연합감리교회 

 

 

 

  그 의  봄  

겨울이 지나자 봄이 왔다 

봄이 무르익으면 여름이 소리 없이 

대지 위에 스며 나올 것이다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들은 추위에 얼어 죽었다 
 

계절을 모르고 제 멋대로 피어난 것들은 

뽑혀져 불더미에 던지어졌다 
 

그의 봄은 가장 홀가분하고 푸르게 온다 
 

그의 목소리를 새겨들어 귀를 연 것들은 

그의 봄에 피어 난다 
 

어떤 것은 아침에 어떤 것은 

이슬조차 다녀가지 않은 새벽에 피어났지만 

한 목소리가 환하다 
 

그의 백성들이 앙상한 세상을 향해 

푸른 깃발을 흔들며 일어난 것이다 
 

때가 찼다 

 

김은자 권사 /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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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음악회를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ethany Church,  Chodae Co  unity Church, Cornerstone Church,  ope Presbyterian Church,  

Joy Christian  e  owship,  he Presbyterian Church o  New Jersey,  op Stone Church,  
 he  orea  i es 

TH 

 nni ers ry 

 

   urd  , June 1 . 2019       0    

 e    ide  re b  eri n  hur h 
   ou h  onroe   . 

 idgewood,  J 0   0 

 
                              

            
 

           

                       

Good Neighbor Ministry 

Benefit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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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Journey with GNE 

 My journey with the Good Neighbor Ense b e dates 
back a  ost six years ago, when the  ounder o  the Good 
Neighbor Ministry, Ms. Myung Shin  i , first invited  e to 
join the ense b e. GNE has been a group that I have been 
ab e to ca   a second  a i y and has been a pivota  part in 
 y growth as a  usician and a  e ber o  our co  uni-
ty.  

 I have had the privi ege o  visiting nu erous nursing 
ho es every  onth and per or   or the e der y there. 
So ething about being ab e to connect with this particu ar 
audience,  ost  ike y waiting out the fina  stages o  their 
 ives, brought a sense o  acco p ish ent and gratitude 
that can’t be  ound anywhere e se. I re e ber visiting the 
Sunrise o  O d  appan, NJ, and wa king into the area o  the 
nursing ho e  ade specia  y  or the  e bers o  the 
ho e  iving with A zhei er's. Whenever we wou d per-
 or  the Nationa  Anthe , or New York New York (which 
is a ways a crowd  avorite), they wou d a ways  ove to 

hu  and sing a ong with the tune, a c ear exa p e o  the 
joy that  usic brings to a   peop e. 

  In addition to the per or ance aspect o  the ense b e, 
I have been ab e to ho d the ro es o  both concert aster 
and student president, two positions that have been inva -
uab e to  y growth as a  eader and as a hu an being. Eve-
ry year, the ense b e ho ds a benefit concert in June to 
raise profits  or the  inistry. In our 2017 benefit concert. 
one specific presentation given by the President o  Good 
Neighbor Ministry, Ms. Joon Chung, rea  y stuck with  e. 
She to d us a story about the ti e she  et a young orphan 
na ed  rad y Senfier during her  ission trip to  aiti. 
 rad y had un ortunate y  ost his parents but he had a so 
 ost his  e t eye,  aking it di ficu t to  ive a nor a   i e. It 
was heartwar ing to  earn that the profits we raised  ro  
our benefit concert that year he ped  rad y receive sur-
gery  or an artificia  eye and this  i e-changing contribu-
tion tru y a  owed  e to see our  ission in a new  ight.  

 U ti ate y, I don’t see GNE as just another co  unity 
orchestra. Each per or ance  ee s just a bit  ore  ean-
ing u  than those o  other groups.  he  usic we  ake has 
so  uch  ore significance when we  ake it together.  e-
ing a part o  GNE  eant that I was ab e to be a part o  a 
 uch  arger  a i y — a   interconnected by one co  on 
 ission: to spread God’s  ove to the co  unities around 
us. As I continue to grow as a  usician and as a son o  
God, I wi    orever cherish these un orgettab e years as a 
 e ber o  the Good Neighbor Ense b e. 

Danie  Seok / Good Neighbor Ense b e 
 enaf y  igh Schoo /12th Grade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Sunrise of Paramus Alaris Health at Rochelle Park 

Alaris Health at Rochelle Park Sunrise of Paramus 

PHOTO  ALL RY 
Bergen Volunteer Center Spring Concert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시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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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One at Valley, Westwood 
New Bridge Medical  

Center 內 정신병동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Alaris Health at Rochelle Park 

Oradell Health Care Center 

Sunrise of Old Tappan 

Buckingham at Norwood 

Buckingham at Norwood 

Oradell Health Care Center 

Buckingham at Norwood 

CareOne at Valley, Westwood 

Alaris Health at Rochelle Park 

New Bridge Medical  

Center 內 정신병동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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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위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은 제가 선한 이웃 선교회와 앙상

블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송입니다. 어릴 적 대학 시절 방

학 때면 찬양팀을 조직해 전국 도시들을 돌며 노방전도를 했었던 그 

뜨거움과는 다르게 양로원에서 노인분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

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잔잔히 나누고 전할 때면 제 마

음속엔 무언지 모를 벅차오름과 감사가 이 찬양과 함께 채워집니다.  

 10여년 전 김명신 권사님께선 제 아들 재민이를 보실 때마다 “우

리 재민이도 앙상블에 들어와서 찬양을 같이해야지.”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전 “권사님, 재민이 이제 겨우 3학년이에요.... 

이젠 겨우 4학년이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7학년 때 오디션을 

보고 앙상블에 조인한 지 벌써 만 5년이란 시간이 지나 올해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재민이가 앙상블과 함께하고도 첫 2년 반 동안

은 일을 한다는 핑계로 양로원 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저에게 

새롭게 선교회 봉사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게 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2년 전 재민이가 악장을 맡은 후에 좀 더 양로원 연주에 관심을 갖

고 참여하게 되었을 즈음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 양로원의 연주가 

끝난 후 그곳의 매니저분께서 예정에는 없지만 같은 건물에 있는 치매

를 앓고 있는 노인분들에게도 앙상블의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줄 수 없

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그분들에게 또 어떤 음악으로 즐거

움을 드리나 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느냐는 생

각보다 학생들이 얼른 끝나고 가봐야 하니 서둘러 간단히 하고 가자는 

안이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건물의 지하층에 위치한 치매 시설로 

내려가 연주한 그때 본인들이 식사를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노인

분들이 학생들의 찬송가 연주에 반응하며 심지어는 손뼉을 치며 목소

리를 높여 노래를 따라 하시는 모습은 무뎌져 있던 제 마음을 되살리

는 불씨가 되었고 이날을 계기로 저도 아이도 봉사에 임하는 마음가짐

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침체된 신

앙인으로 살고 있다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앙상블 

학생들의 연주로 마음이 살아나는 노인분들을 보며 그래 이제는 더이

상 하나님께 빚진 자 되지 말자, 내 마음과 몸을 움직여 참여하자라고 

결심하게 되었고 그 후로 현재까지 올드태판 선라이즈에서 시간이 허

락될 때 마다 선교회 예배 봉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악이라는 도구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

매로 기억을 잃고 사시는 외로운 노인분들을 위로하면서 다시금 노인

분들과 봉사자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내 영이 회복되는 하나

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어떤 때는 쑥스러워하며 선뜻 다가서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발음도 잘 돌아가지 않는 영어 찬송가에 당황

할 때도 있지만 예배를 인도하시는 권사님의 말씀에 같이 은혜받고 그 

작은 예배 가운데서도 노인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구

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는 것은  봉사자분들만 

아시는 또 하나의 커다란 감사와 기쁨입니다.  

 앙상블 단원이 된 아이로 인해 연결된 선한 이웃 선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제 9월이면 아이는 대학으로 진학해 멀리 떨어지겠지만 저는 

남은 이곳에서 제 아들은 새로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분의 아들딸이 되길 소망합니다.    

석 남 주 

Sunrise O  O d  appan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자로서 또 대표로서 16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모

든 봉사자에게 선한 이웃의 참모습을 보여 주셨던 사랑하는 김명신 

권사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에 도움과 축복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뜻을 받들어 권사님의 자제들과 함께 

저희 선교회는 선한 이웃 선교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재단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마

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축복 통로로 사용되셨던 김명신 권사님의 교육 

신념을 기리며 동시에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선한 이웃 선교회 봉사자 및 자녀 

   •2019년 6월 고교 졸업 예정자 이상(대학/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미래의 차세대 리더로서의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는 우수 인재 
 

  선발 인원: 3명 내외 
 

  지원 사항: 장학금 - 일 인당 $1,500의 학습 보조비 지원 
 

  신청 기간: 4/1/2019~ 5/19/2019 
 

  신청 방법: 아래로 이메일을 주시면 필요한 제출 서류를 보내  

                       드립니다. 

 • Joon  hung   re iden  of Good  eighbor  ini  r  
      Em il  goodneighbormini  r .nj@gm il. om 
       . 201-  9-  88 
 

     •  oo Jin Lee   Dire  or of Good  eighbor En emble 

      Em il   jlee012 @gm il. om 
                                      . 201-  8-     
                              

  최종 선발 결과 발표 및 장학금 수여: 
 

  •최종 선발 결과 발표: 6/7/2019 

  •장학금 수여: 6/15/2019 

창립 20주년 기념 선한 이웃 자선 음악회 

2019 선한 이웃 선교회 장학생 모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시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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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이웃 선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 단체, 그리고 기도

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 동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학 재단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

시오. 

         • Payab e to: Good Neighbor Ministry 
         • Me o:          Scho arship Awards 
         • Mai  to:         Good Neighbor Ministry 
             P. O.  ox 110 
                                        C oster, NJ 07624 

                    
 

 

                                     

총수입: $33,875            총지출 : $16,500(장학금 수여) 

 

❖ 장례: 

 임양화 집사님의 시아주버니 되시는 임성웅님께서 4월 3일 주님의 품 

 에 안기셨습니다. 유가족에게 부활의 위로를 드립니다. 

❖ 선교:   

 이문웅 장로/이명옥 권사 - 4/10~4/19 Costa Rica 

 박성길 순회 선교사 - 3/16~3/27 나바레타, 도미니카/카보, 아이티 

❖ 박지선 집사 플룻 연주    
 New York Flutists  
 •Date: Saturday, May 11, 2019 at 4:30 PM 
 •Place: Second Presbyterian Church 
      (6 W. 96th St., New York, NY 10025 )     

 

베다니 교회, Joy Church, New Bridge Medical Center,  

Samuel Ok목사(한소망 요양원) 

 

수입: $2,020.00             지출: $4,699.00 

후원해 주신 분들(2019년 3월 ~ 2019년 4월) 

선교 회원  동정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자선음악회가 6월 15(토) 7:30PM,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6 Monroe St., Ridgewood, NJ)에
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음악회 합창 연습 스케줄을 알려드립니다. 
 6/3(월)  합창연습   7:30-9:00 PM 
 6/7(금)  합창연습 12:00-1:30 PM 간단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겠습니다. 
 6/10(월) 총  연  습    7:30-9:30 PM  

 2019년도 선한 이웃 선교회 장학금(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wards) 신청이 5월 19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
고지(Page 6)를 참고해주십시오.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월,  Mother’s Day를 맞이하여 25개의 양로원에서 선물 증정이 있었
습니다. 특별히 선물 준비를 보조해 주신 초대교회와 뉴저지 장로교회에
게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선물 구입을 도와주신 Hana Universal 
Trading, Inc.(모자), U & I  Imports Inc.(목걸이)에게 감사드립니다. 

 봄 방학 기간에도 찬양 사역에 나와 훌륭한 연주를 선사해준 앙상블 학생
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교회  소식 기  도  란 
 

†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노인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봉사하는 분들과 후원하는 분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을 위한 기도 
 •새로 시작한 Brookdale Emerson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선한 이웃 앙상블 단원들을 위한 기도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를 위한 기도 

 † 예배 인도자들을 위하여 
     권   사: 김학영, 박경옥, 서연희, 양승화, 이명옥 
      장   로: 박성길 
      집   사: 김진옥, 정준임, 정종은, 조미경, 이미혜, 김은수,  최영준, 
              Brenda Cho, Maria Kim, Jeannie Hwang,  
                    Paul Dunn,  Amanda Bae, Susan Lee, Sue Lee, 
                    Hyunmee Kaylie Lee    

     전도사: 이승진, 이에리사 사모, 에스더 양, 설국환  
      Metro Church Member 

† 선교사를 위하여: 한참 악화되었던 아이티의 불안한 사태가 현재 조금 
    이나마 진정되고 있습니다. 아이티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 부탁드 
    리며,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중보해주십시오. 
     박성길 장로 (순회 선교사)  
     박문희 집사 (중국 선교) 
     김성은 선교사 (아이티) 
     김재문 / 김유진 선교사 (요르단) 
     양부환 / 양수정 목사 (파라과이) 
 

† 건강을 위한 기도  
     오알리(소아 당뇨), Soo Park(건강 회복), 문행희 집사(관절),  
     김종헌 목사(건강 회복/부모 건강),  박미성 자매(교통사고 회복),  
     서성원 집사(척추수술 회복), Brenda Cho(관절),  
     김학영 권사(어지럼증), 김진옥  집사(모친),  
     Jeannie Hwang(부친 & 모친), 정은영 사모(건강 회복),  
     박경옥 권사(건강 회복), Sean Lee(건강 회복) 
 
※ 양로원 사역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 선한 이웃 선교회 소식지: 주님 안에서의 수고와 마음을 담은  
    여러 사연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원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wards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가 오는  6

월 15일(토)에 열릴 예정입니다. 음악회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에게 감사드리며, 작가 김명기 장로와 홍익대 이경호 교수의 그림 중 

1점을 $1,000이상 후원해주시는 분들 중 선정하여 증정하려고 합

니다. 그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후원 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창립 

기념 자선 음악회의 수익금은 모두 해외 선교에 사용됩니다.)  

The 20 h Anniver  r   
Good  eighbor  ini  r   

Benefi   on er  



앙상블 단원 동정 

    비영리 선교 단체, Non-Profit Corp. a 501(C)(3),  Founded in 1999                                                                ❖ 편집 위원 : 정준임, 윤희주, 이수진, 송희수, 정인애 

앙상블 특별 활동 행사 일정  

 

 

1. Danie  Seog:  he Jui  iard Schoo  Cha ber Ense b e  
          5/22 Wednesday at One 

                              at A ice  u  y  a  , Linco n Center  

2. Sebin  ok: A erican Prote ge  Internationa  Concerto 
Co petition 1st P ace, Concerto  estiva  Internationa  
Co petition Grand Prix 

 
 
 

 

선교회 특별 활동 행사 일정  

선교회 정규 활동 일정 

 

2019년 6월 15일(토) 7:30 PM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6 South Monroe St., Ridgewood, NJ 07450 

 

앙상블 연주 일정 

5월 11일(토) 2:00PM  Buckingham at Norwood 

5월 12일(일) Sunrise of Cresskill 

5월 18일(토) 2:00PM  Bergen Health Care Center Rockleigh 

6월   1일(토) 2:00PM  Oradell Health Care Center 

8월   3일(토) 2:00PM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View 

8월 10일(토) 2:00PM  Alaris Health at Rochelle Park 

8월 17일(토) 2:00PM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8월 24일(토) 2:00PM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New Milford  
 

앙상블  졸업  파티 

6월 10일(월) 6:00PM  아콜라 연합 감리교회 

Day Place Volunteer

월 Alaris Health at Rochelle Park
정준임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임선숙 집사(바이올린)

Buckingham at Norwood(1
st

 Fl.)
서연희 권사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Oradell Health Care Center
김은수 집사 인도, Paul Dunn(말씀),
박지선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장병찬 집사(드럼)

Sunrise of Old Tappan
김학영 권사 인도, 김주연 집사 반주,
송재현 목사(클라리넷), 정은영 사모(플룻)

화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View 이에리사 사모 인도, 김현정 집사 반주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Maria Kim 선생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Sunrise of Cresskill
Sue Lee 집사 인도, 강 희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Amanda Bae 집사/Susan Lee 집사 인도,
Josiah Chung 목사(말씀), 한정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한소망 요양원 정종은 집사 인도, 장현경 자매 반주

수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Norwood

설국환 전도사 인도, 한아정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정병찬 집사(드럼)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Tenafly

이명옥 권사 인도, 홍동기 박사(말씀),
강마리 권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Sunrise of Paramus
정준임 집사 인도, 에스더 양 전도사(말씀),
강승연 집사(반주), 박지선 집사(플룻),
임선숙 집사(바이올린)

Brookdale Emerson 조미경 집사 인도, Maya Lee 반주

목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Maria Kim 선생 인도, 문주미 집사 반주,
김내연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김진옥 집사 인도, 최애경 권사 반주

Bergen County Health Care Center
Rockleigh

Brenda 조 집사 인도, 이수지 집사,
Soo Park 선생 반주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은혜양로원

이명옥 권사 인도, 이윤희 선교사(말씀),
문행희 집사/Nancy Cho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김영선 권사 인도, 이혜림 집사 반주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New Milford
이승진 전도사 인도, 윤주영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금 Atrium Post Acute Care of Park Ridge Hyunmee Kaylie Lee 인도, 박수연 집사 반주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이미혜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설국환 전도사(말씀)

CareOne at Valley, Westwood
정준임 집사 인도, Soo Park 선생 반주,
이문웅 장로(트럼펫)

New Bridge Medical Center 내 정신병동
서연희, 양승화 권사 / 최영준 집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이문웅 장로(트럼펫)

한국 요양원 5동 박성길 장로 인도, 신지연 자매 반주

일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Metro Church Mem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