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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친구들~ 즐거운 여름방학 잘 보냈나요? 우리 예조기자학교 아웃리치팀 

스물 세 명은 이번 여름방학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로 아웃리치를 다

녀왔어요. 아주 특별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답니다. 지금부터 친구들에

게 워싱턴 아웃리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줄게요.

우리는 8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10일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 머물렀어요. 

아웃리치는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찾아가 기도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 잘사는 나라 미국에 간다고 해서 처음엔 조금 이상했어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 것처럼 아웃리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며 가

는 것이었어요. 이번 아웃리치를 위해 우리가 가장 많이 준비한 것은 ‘기도’와 ‘영어

로 전도하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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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을 만나다

도착한 다음날 저녁에 우리는 워싱턴 온누리교회의 어른과 청소년들과 함께 성

령 집회에 참여했어요. 우리 팀이 워십 댄스를 하고, 두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

을 만난 이야기를 간증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

셨어요. 너무나 뜨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는 교회의 언니, 오

빠들과 친구들이 모여 서로 소개했어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셋째 날, 심제헌 선생님이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해 주셨어요. 평생 전도했던 호

주의 한 할아버지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며 돌

아가셨대요. 나중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할아버지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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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리치 전에 우리는 미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

을까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먹는 것, 노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 주셨어요. 이번 아웃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연습, 기도, 전도에 대해 

새롭게 경험한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씨앗을 심어 

주셨어요. 예조 친구들!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요.

취재·글  예조기자단

지도  이은정       사진 심제헌

주일에는 아침 예배를 드린 뒤 공원으로 나가 함께 기도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전도를 시작했어요. 

잘 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거절을 당할 때는 창피하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거

절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어요.

오후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모자이크 거

리로 나갔어요. 준비한 영어 인형극을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우리의 공연을 재

미있게 보았어요. 워십 댄스, 악기 연주까지 마치

고 나서 두세 명씩 다니며 전도했어요. 처음엔 말

이 잘 통하지 않을까 봐, 거절당할까 봐 걱정했지

만 점점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전도

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마

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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