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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잡지를 통해 접한 이야기다. A는 어린 시절 부모의 도움으로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플루트를 처음 배웠다. 음대에 진학했지만, 서울에서 

열린 한 콩쿠르에 도전해 예선에서 탈락한 후, 연주자로서의 꿈을 접었

다. 대신 그는 예술경영을 선택하여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극장 

청소, 안내, 서류 작성과 같은 바닥 일을 익혔고, 이를 바탕으로 작은 공

연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로 

환율이 급등하자 큰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다.  

 A는 거듭된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국제음악제, 문화재단 및 정부 

주관 국제대회에 소속되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나가며 여러 직장을 전

전했다. 그러다 마침내 발견한 길은 광고였다. 그가 취업한 곳은 대기업

을 상대하는 큰 회사였는데, 마침 대형 이벤트를 진행해 본 경험이 많았

던 그는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무대에 섰던 뻔뻔한 자신

감과 음악을 공부했던 섬세함은 그의 직장에서 큰 자산이 된 것이다.  

 보스턴을 중심을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B는 아이비리그의 한 대

학에서 경제학과 심리학을 복수로 전공했지만, 대학원 과정에서 음악으

로 바꿔 현재 유명 현악사중주단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2년간 카네기홀

의 fellow 아티스트로 선발되었던 비올리스트 C는 지금은 의대로 진학

해 의사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 중부의 한 대학에서 매니지먼트와 바이

올린을 복수 전공한 또 다른 친구 D는 몇 번의 이직을 거친 후, 지금은 

NBC방송의 스태프로 일하고 있다.  

 곧 GNE 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이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음대

로 진학하기도 하고, 전공을 할 것 같았던 학생 중 일반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대학과 전공은 한 번 정해지면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

와도 같은데 이를 결정하는 것이 인생의 커다란 관문처럼 생각하는 이 

학생들에게 과연 음악은 무엇이고 GNE란 어떤 존재일까? 혹시 더 나은 

대학 진학을 위한 점수와 대통령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

다면, 참으로 섬뜩하고 서글프기 그지없는 일이다. 

 얼마 전 GNE 부모들과 만남을 가졌던 조유진 선교사는 홀어머니와 

함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다 한 미국인 목사의 도움으로 인

디애나로 건너와 음악공부를 할 수 있었다. 재학했던 인디애나, 줄리어

드, 피바디 음대에서 악장으로, 솔리스트로 두각을 나타내는 미래가 약

속되었던 청년이었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섬세한 인도 하심으로 그

를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은 더 드라마틱한 반전을 가지고 계셨다. 준비된 

그를 뉴욕도, 베를린도, 런던도 아닌 

요르단의 가난한 동네 자르카로 부르

신 것이다. 자르카는 인구 150만의 

큰 도시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피아

노 한 대 없던 곳이었던 음악의 불모지

이자, 사람들이 탈출하고 싶어 하는 

곳이다. 

 명문대를 들어가 이름을 알리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

는 틀에만 갇히면, 공부도 음악도, 

GNE도 목적 달성을 위한 골치 아픈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 사람마다 꿈

도 부르심도 각각이다. 의사가 된 비

올리스트가 있는가 하면, 콩쿠르에 실

패한 플루트 연주자가 대기업 광고 책

임자가 되기도 한다. 친구 중 하나는 

중국에서 한의학을, 보스턴에서 뇌신

경을 공부했고, 현재 뉴욕에서 바이올

린을 공부하고 있다. 조유진 선교사는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들

어가 현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

며 그들을 사랑하는 사역을 한다. 누

가 그를 꿈을 포기한 실패한 음악가라

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더 많

은 가능성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나를 

뛰어넘어 남을 볼 수 있을 때, 앞으로 다가올 총천연색 현실을 용감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을 어떤 인생으로 사용하

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지금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강박관념에

서 벗어나 조금 멀리 볼 수 있도록 깊은 숨 고르기로 여유를 가져보면 어

떨까.  

 

김 동 민 지휘자 

Music Director & Conductor of Good Neighbor En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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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Neighbor Ministry 
P.O. Box 110 

Closter, NJ 07624 

Tel. 201-759-5688 
goodneighborministry.nj@gmail.com 

♯♬♩♪
제 105호 뉴스레터는 창립 기념 자선 음악회 및 선한 이웃 앙상블 특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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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시편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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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Family of Director Myung Shin Kim 

 Yesterday, I received the 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nd I just wanted to express my gratitude 
for my selection. I can’t express how much this means to 
me. 

 I joined the Good Neighbor Ensemble back in the 
summer of 2013 (the end of my eighth grade). At the 
time I was just a thirteen year old boy who had played 
the violin for a measly two years. I was very inexperi-
enced compared to the rest of the ensemble and, to be 
honest, I was intimidated by how well everyone played. 
However, this all changed when, one day, the director 
suddenly put me at the front of the section. 

 She said that she saw how much effort I put in to at-
tending senior homes and practicing the repertoire and 
thought that it was only natural to put me near the front. 
She taught me that hard work will always pay off and 
the importance of giving back to the community. She 
pushed me to work for the best version of myself and to 
reach for greater heights while also sharing my gift with 
others. 

 Because of her, I have been able to come this far. 
Truth be told, the reason I have made it this far is be-
cause of the huge impact she had on my life. She was like 
a second mother to me. I just wish that I could have 
shown her how far I have come… I wish that I could 
have told her about my first music program abroad, 
about my first girlfriend, about how I got in to my dream 
school, about prom.  

 I just wish that she could have seen the impact she 
had on both my life and the lives of the incoming youth 

within the good 
neighbor ensemble. 
Even after her pass-
ing, she continues to 
have an impact on 
my life through her 
scholarship and her 
ideals which are in-
grained within me.  

 I want to thank 
her one last time be-
fore I went to college. 
I didn’t know it then 
but she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igures in my life, without whom I 
would have never realized my passion for music and the 
foundation of who I am today. 

                                                                      
Thank you,  

 
Ji Hoon Martin Haam 

Scholarship Award Recipient 
Vanderbilt University 

It took me a little while to find it, but I have attached an image of 
my last concert with her from around 4 years ago below. 

애초부터 우리에게  

용서란 없었습니다 

용서 받을 일만 있을 뿐 

용서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의 사랑이 미움이 되는 것이 

증거입니다 

꽃 한번 피지 못하고 스러지는 

내게로부터 온 사랑은 

작은 바람에도 넘어져  

사랑하는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를 찌릅니다 

용서는 위로부터 온 선물 

용서받는 것 또한  

내 속의 예수께서 하시는 일 

기쁨이 그득 합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순종 

마른 눈에 눈물 뿌려주시고 

가슴 촉촉히 별을 헤는  

나즈막히 들리는 

예수의 목소리 입니다 

 
 

김 은자 권사/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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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2018년도 8월 중순입니다.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입

니다. 4년 전 간절한 기도와 함께 딸아이의 봉사할 곳을 찾던 중 김명

신 권사님의 권유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작한 양로원 봉사가 벌

써 졸업을 하고 대학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8월 여름, 긴장과 설렘으로 시작한 첫 연주 봉사는 고등

학교 과외활동의 하나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봉사의 의미를 잘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실감 나기는 목표가 먼저이

고 봉사가 뒤로하며 권사님의 열정에 묻어가는 식으로 시작된 연주 봉

사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 해 8월은 유난히 첫 여름 연주 봉사가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숨 쉴 틈 없이 보냈습니다. 때로는 아침

에 일어나 피곤하여 갈까 말까를 고민하며 양로원으로 향하던 발걸음

이 봉사를 마치고 돌아설 때는 차츰 기쁨으로 변하는 나와 딸아이의 모

습을 보며 나 자신의 나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렇게 처음부터 혹독하게 단련하셨나 봅니다. 

 1년이 지나 2년째 조금 익숙해질 무렵, 학교의 과중한 

숙제와 시험으로 인해 지치기 시작한 딸아이의 입에

서 “오늘은 쉬면 안 돼? 너무 힘들어. 숙제도 많고 

시험도 있어.” 하면서 불만을 토로할 때, 나는 “여

기서 포기하면 안 돼. 하기로 한 책임은 져야 

해!”라고 단호히 거절하고 그냥 끌고 다니다시

피 1년을 더 쉬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불만 

속에서도 딸아이가 차츰 익숙해 질 무렵 어느 날, 

연주 중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연주를 듣

고 난 후 다가와서 자기 딸이 생각나서 눈물이 

흘렀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던 걸 본 후 딸아이는 

봉사에 참여하는 태도가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

다. 

 그런 와중에도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봉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

니다. 또한, 우리 선한 이웃 앙상블이 아름다운 선율로 사랑과 기다림

에 지쳐 있고 그리움에 목말라하는 외로운 노인들을 위로하며 삶의 희

망과 작은 기쁨을 안겨주는 이 양로원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깨달으며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 하심과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

험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는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 좀 쉬면서 해도 된다고 

했더니 딸아이는 이미 학교 시험과 숙제 등을 나름대로 시간 배분을 하

여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연주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딸아이는 봉사 전날은 기다리실 할머니들의 얼굴이 어른거

린다며 몇 차례씩 혼자서 연습하며 준비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감

동하는 모습이 그리워지며 더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 했으며, 이제

야 양로원 봉사가 보람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 오히

려 저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이 시기가 딸아이의 연주실력이 가장 향

상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 하나 제대로 해준 것이 없

었는데 모든 것을 혼자서 스스로 이루어 나갔던 시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가 연주 봉사에서 솔로를 할 것 같답니다. 

설마 네 실력으로… 어느 날 양로원 연주 봉사에서 딸아이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의연하게 한 점 흐트러짐이 없이 솔

로 연주를 하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자신

의 딸을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4년째 되는 해에 딸아이가 앙상블 학

생회장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설마, 너같이 소극적인 애가… 그런데 

회장이 되었습니다. 

 연주 봉사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나 대학진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다른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대학선택에 대

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학교 카운셀러의 추천과 함께 여러 대학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딸아이는 단호히 거절하고 크리스천

으로서 사회봉사를 귀하게 여기는 학교를 스스로 선

택했습니다. 조금은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말끔히 사라졌

습니다. 신부님의 축복기도와 함께 ‘이 길 또한 

주님이 이미 마련해 두신 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사회봉사를 

우선으로 하는 대학에서 마음껏 자기 뜻을 펼치

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였습

니다. 

 4년,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가정

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깨닫

게 해주셨던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

려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우연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로

원 연주 봉사 또한 주님의 인도 하심이었고, 이렇게 함께 봉사하시는 

봉사자들과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8월이 되면 뜨거운 햇빛 속에 땀을 흘리며 양로원을 찾아다니면서 

인생의 마지막 길에 소외된 연로한 노인들을 찾아 연주 봉사를 처음 시

작하던 그때 그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문을 나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더 많

은 봉사와 사랑을 나누면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리라. 

   

전 경 숙 집사 

Parents of Good Neighbor Ensemble 

변  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시편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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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음악회를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PHOTO GALLERY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시편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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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a 
beautiful message of gratitude that 
I received from the family of a 
resident who recently passed.  
She was a regular participant of 
our worship at the Oradell Health Care Center.  On her last 
day here on earth, her family found the Praise the Lord song 
book on her bedside and as a family, they worshipped for the 
last time.  God is indeed good and faithful!  He ministers to 
his people until the end and I am truly thankful for the work 
we get to do together..........Joon Chung, President of GNM 

Dear Christian Friends, 

 Just a little note but sincerely meant to thank 
you for your faithful ministry to the residents at the 
Oradell Health Care Center on Kinderkamack Road 
in Oradell.  Our mother, Edna A. Campoli was a resi-
dent there for 5 1/2 years.  As a Christian believer, 
her church in River Vale was very important to her 
serving and attending there since the early 1950’s. 

 We are sure she attended the Bible Study and 
Praise times you provided weekly at OHCC Oradell.  
Some how, the Praise the Lord, songbook was in 
mom’s room and we used it to minister to her on 
her last day on this earth.    I, her daughter, Wendy 
Campoli Nason sang the hymns and read the scrip-
tures and prayers.  What a blessing it was to all of 
us!  We will cherish that book! 

 May the Lord continue to bless you and your 
ministry especially to the Nursing Homes where 
many people are approaching the end of this life 
and are lonely.  You give them HOPE! 

 God Bless You, 

Wendy Campoli Nason/Wellsboro, PA 
Linda Campoli Herrmann/Axbridge, MA 

James P. Campoli/New Milford, NJ 

  

 I met Bradly in November 2017.  I was on my mission trip 
to Haiti and on the last day of my trip, I visited an orphanage 
for the special needs children in Port Au Prince.  It is always 
heart-breaking to visit orphanages, but it is especially diffi-
cult to visit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ere is no public-
school system in Haiti and one can only imagine how chal-
lenging it must be to educate or care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hankfully, these children were looked after by the 
Christian missionaries.  
  

 As I was coming out from the orphan-
age, I saw a handsome young boy with a 
great smile looking at me. The mission-
ary introduced him to me.  His name was 

Bradly Senfire.   

 I learned that Bradly lost his parents but, fortunately, 
from time to time, his grand-mother visited him.  I also 
learned that he lived in that orphanage because he lost his 
left eye.  The missionary shared with me how wonderful it 
would be for Bradly to have an artificial eye to live as an av-
erage boy.  After my return from Haiti, I had this burden in 
my heart and when I shared that with our Ministry Board 
members, they unanimously agreed to help Bradly.  Over the 
years, with our benefit concert proceeds, the Ministry has 
sponsored many missionaries from oversees but now we 
believe that God is blessing us with a new journey by getting 
to know Bradly.  When we received the picture of Bradly 
smiling after his medical procedure, we all experienced this 
incredible joy and gratitude. We’re glad that God is at work 
and we give him all the glory! 

Joon Chung 
President of Good Neighbor Ministry 

The Story of Bradly Senfier 

In Memory of  

Edna A. Campoli 

(July 29, 1926 ~ April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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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니 교회, Joy Church, 초대교회,  

정혜령, 송희수, 임미영, 서연희 정구임 

수입: $2,300.00             지출: $4,712.79 

후원해 주신 분들(2018년 5월 ~ 2018년 8월) 

선교 회원  동정 
 

 9월 4일부터 2018년 하반기 사역이 재개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유념
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창립 19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내년에 열리게 될 창립 20주년 음악회의 장
소와 일정이 아래와 같이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창립 20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June 15, 2019,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2018년 선한 이웃 선교회 고 김명신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6월 16일 
창립 기념 자선 음악회에서 있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자: Sarah Hwang, Aaron Rhee, Gina Chun,  
                                Elaine Kim, Ji Hoon Martin Haam 

 YouTube Channel을 통해 선교회의 자료와 창립 기념 자선 음악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YouTube 검색창에서 Good Neighbor Ministry
를 검색하시면 선교회 Channel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
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선교회 관련 영상들을 함께 나
누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Palisades Park에 위치한 Bergen County Adult Day 
Care Center에서 있었던 찬양 사역을 도와주신 윤선구 장로(클라리
넷), 정선분 자매(바이올린)와 이혜경 집사(피아노)께 감사드립니다. 

 5월 4일과 7월 13일 New Bridge Medical Center내 정신병동에서 
귀한 연주를 해 주신 김유식 집사(Cello)에게 감사드립니다. 

 6월 1일 New Bridge Medical Center 내 정신병동에서 아름다운 Piano 
Trio  연주를 선사해 주신 김유식, 김주연, 한정아 집사에게 감사드립니다.  

 7월 27일 New Bridge Medical Center내 정신병동에서 귀한 말씀
을 전해주신 황영호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 
 연주:Hayan Kim(Soprano), Gloria Park(Mezzo-Soprano), 

Daniel Seog(Violin), David Kwak(Violin), Jung Young Kim
(Tenor), Sujin Kang(Soprano), Good Neighbor Ensemble,  
김동민 지휘자, 김순희 지휘자, 박민경 집사, 봉사자 합창단 

 장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녹음 및 녹화: Al Semler, Robert Holloway 
 포스터, 프로그램: 정인애 / 비디오 영상: 정찬미 
 과일: 정구임 권사 / 음료수: 앙상블 자모회 
【음악회 후원】 
정구임/최재성, 서연희/서성원(Farmers Market), 임미영(Pioli),      
정혜령/정해양(정내과), 이수진/백철원,  Kenny Yoon, Thomas Kim, 
Jenny/Peter Sung Gill, Amy Chung/Joon-Young Chung, 김순희/
정광현, 윤희주/윤정현, 송희수/송창두, Joon chung/Paul Kim,  박광자/
양호식, 윤민소/윤명현, 김윤주/K.T. Son/Daniel Son, Yoon Joo Cho/
Eon Soo Lee/Joo Un Lee, 김학영,  Mr. & Mrs. Park, 이종희, 
사무엘 옥(한소망 요양원), Paul A./Rosalie A. Hoelscher,  John/
Hae Sun Lee, Jae H./Joanna Myung, Daniel Kim, Eunice Kim, 
Kyung H. Chu, 임왕상, 유강훈, 김은영/김명기, 이수봉, 정인애, 
Joseph Chung 산부인과, 고운이 치과, Kim & Bae, P.C., Main Violin, 
Imoga Inc., 별약국, Coldwell Banker, Closter Dental, Sunrise of 
Paramus, Brookdale Emerson, 규림한의원, Clearview Eye Surgery, 
Steve Y. Kim이비인후과, 머릿돌교회, 뉴저지장로교회, 베다니교회, 
아콜라교회, Holy Name Medical Center, 앙상블 자모회  

 음악회 총 수입: $35,676.- / 총 지출: $27,256.13 
 해외 선교 보조: 아이티 의료/학교 보조, 순회 선교, 요르단 음악 교육, 

파라과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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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상블 졸업생과 신입단원을 위한 기도 
 

† 예배 인도자들을 위하여 

    권   사: 김학영, 박경옥, 서연희, 양승화, 이명옥 

     장   로: 박성길 

     집   사: 김진옥, 정준임, 정종은, 김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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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길 장로 (순회 선교사)  

     박문희 집사 (중국 선교) 

     김성은 선교사 (아이티) 

     김재문 / 김유진 선교사 (요르단) 

     양부환 / 양수정 목사 (파라과이) 
 

† 건강을 위한 기도  

     김종헌 목사(부모 건강), 박미성 자매(교통사고 회복),  

     서성원 집사(척추수술 회복), Brenda Cho(관절),  

     최성아 집사(녹내장), 김학영 권사(어지럼증), 김진옥  집사(모친),  

     어혜숙 권사(건강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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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Place Volunteer

월 Alaris Health at Rochelle Park 정준임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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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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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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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Tenafly

이명옥 권사 인도, 이연옥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Sunrise of Paramus
정준임 집사 인도, 에스더 양 전도사(말씀),          
한자경 집사 반주

Brookdale Emerson 조미경 집사 인도, 최성화 집사 반주

목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Maria Kim 선생 인도, 문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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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현 집사 반주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은혜양로원

이명옥 권사 인도, 문행희 집사 반주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김영선 집사 인도, 이혜림 집사 반주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New Milford

이승진 전도사 인도, 윤주영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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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 Dunn/설국환 전도사(말씀)

CareOne at Valley, Westwood
Brenda 조 집사 인도,                                          
최수현 집사/Soo Park 선생 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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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요양원 5동 박성길 장로 인도, 신지연 자매 반주

일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Metro Church Member

후원해 주신 분들 

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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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십시오. 

         • Payable to:  Good Neighbor Ministry 

         • Memo:         Scholarship Awards 

         • Mail to:        Good Neighbor Ministry 

            P. O. Box 110 
                                      Closter, NJ 07624 

                    
 

 

 

정혜령, 윤정현 & 윤희주, Paul Kim & Joon Chung, 정구임,  

Jae Kim, Paul Kang, Soon & Esther Chung, Kenny Yoon 

                                                                 수입: $8,800 

총수입: $31,400              총지출 : $15,000(장학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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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상블 특별 활동 행사 일정  

 

 

1. Lindsey Jung(Vn.): Green Mountain Chamber Music Festival 

2. Joseph Lee(Vc.): Arco Music Camp 

3. Grace Kim(Fl.): Drexel University Music Technology Camp 

4. Mexico Mission Trip: Abigail Lim(Fl.), Chloe Nam(Fl.) 

 

선교회 특별 활동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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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5일 (토)  4:00 PM  뉴저지 추석대잔치 @Overpeck park 

  9월 22일 (토)  2:30 PM  CareOne at Valley, Westwood 

  9월 23일 (일)  2:00 PM  Sunrise of Cresskill 

10월 13일 (토)   2:00 PM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View 

10월 21일 (일) 10:45 AM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10월 27일 (토)   2:00 PM  CareOne at Oradell 

11월  10일 (토)  2:00 PM  Brookdale Emerson 

11월  11일 (일) 11:00 AM  Sunrise of Old Tappan 

11월  17일 (토)   2:00 PM  County Manor, Tenaf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