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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나라를 향한 노랫소리 
 학사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아름다운 형제들과 함께 여전한 조도에서 살아가는 허간사입니다. 왜 형제들과만 복닥
복닥 살아가는가, 풀지 못할 질문은 이제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보내어 주신 형제들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만이지요~하하:) 

여전히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해양대 조도는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우리의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미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여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노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이 왕창 솟을 때나 낙심될 때나 언제든 흥얼거릴 수 있으니까요.(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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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M이 끝나면 
항상 발걸음이 향하던 
해양대 도서관

위 사진은 2013년 부산 
IVF 여름 수련회에 참여
한 해양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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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고 있어요

해양대 서

http://HANMIAL.NET
http://HANMIAL.NET


2014년 2월 14일 금요일 FROM 영 아일랜드 속 조도

캠퍼스 이야기 
2013년 1학기, 1명의 리더와 함께 다시 시작했습니다.  

장재민(해사수송과학부09) 리더와 다시 1학년을 모집하고, 소그룹 운동
에 중점을 두고, 큰모임을 없앴다가 다시 매주마다 큰모임을 가지는 등 해
양대는 여러 변화를 겪었습니다.  

모임의 형태에 변화를 주었을 뿐, 우리가 캠퍼스에서 왜 함께 모여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를 나누며 모
임을 가졌더랬습니다. 

평가챕터를 가지며 감사했던 것은 소그룹 리더는 1명 밖에 없었지만, 매
일마다 DPM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1학년 학생이 일주일
에 3번 디피엠을 인도하며 아침을 깨우고 3학년 형제 1명이 남은 이틀의 
점심 디피엠을 인도하면서 기도로 간구하고 삶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평가챕터 때, '간사님, 디피엠 
좀 나오세요' 라는 핀잔까지 들었답니다.  

김융동(해운경영 03) 학사님이 학기 중 큰모임에 와 강의를 해주기도 하
셨습니다. 후배들에게 꿈과 비전, 덧붙여 하나님나라를 향한 소망을 나누
는 시간이 되었었지요. 부산에 계신 학사님들, 학교가 그리우신 학사님들
은 언제든 큰모임 때 환영입니다~학생들은 캠퍼스에서, 학사님들은 세상
속에서 진땀흘려 하나님나라를 일궈가는 모습들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1. 2014년, 3명의 소그룹 리더와 함께 운동을 시작합니다.  

(해사대 형제 리더 2명, 해과기대 자매 리더 1명) 

새로운 학기를 맞으며 두려움과 설레임이 교차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으로 IVF운동의 가치를 매기려는 마음도 순간순간 넘실거립니다. 
파도가 성나서 휘몰아치는 그 때,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을 의지하
며 신뢰함으로 리더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
요.   

2. 저는 1차 임기 평가를 마치고 2차 임기(후반기 3년 사역)를 시작합니
다. 

활동학사를 포함, 지난 4년간의 시간 동안 간사로 살아오면서 자랑스레 
이 길을 걸을 때도 있었지만 마음과 체력을 쏟는만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에 '나는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있었습
니다. 나의 한계와 약함보다 신실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주목하
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캠퍼스에서 살아가노라고 고백하는 허간사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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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와 세상속의  
하나님나라 운동 IVF

지난 몇 년간  

캠퍼스 강의실에서 큰모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강의실을 동아리에게 빌려
주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예
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동아리건물
인 신학생회관 3층 세미나실을 
매주 화요일마다 빌릴 수 있게 
되어 캠퍼스에서 큰모임을 가지
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