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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를 꿈꾸다 
2014년, 올해 저는 길고도 짧았던 5년간의 캠퍼스 생활을 마무리 하고 활동학사로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던 스무살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IVF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지난 5년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해 할 수   
없는 사랑을 확인시켜주시며 스스로를 내어주며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작년 6월,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살아가는 값진 삶으
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럽고도 선명한 부르심, 공동체의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다른 이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에 조심스레 한걸음 내딛습
니다.

여전히 많이 서툴고 더디지만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기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듯,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왔듯이, 저도 그렇게 
캠퍼스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 그 꿈에 동참한 선배들이 치열하게 지켜온 꿈, 
그 꿈의 열매인 후배들이 계속해서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올해에도 부경대 IVF는 대연캠퍼스, 용당캠퍼스, 동명대 캠퍼스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로 살아갑니다. 각박한 캠퍼스 생활 속에서도 최 근래에 어려워진 용당 공동체와 함께 살아내
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대연 캠퍼스 학생들이 용당 DPM 담당자로 세워져 함께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용당 캠퍼스에서 큰모임으로 모이며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방향 없이 속도만 빨라 너무 분주하고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리기 쉬운 이 캠퍼스 생활 속에서, 
조금 더디지만 너그럽고 풍성하게, 부경대 IVF 공동체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
는 법을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캠퍼스에서 꾸는 이 꿈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동참해주세요!

 기도제목 

1. 부경대 용당 캠퍼스의 IVF
는 다시금 개척해야하는 상황
에 놓여있습니다. 용당 캠퍼스
에 하나님나라를 꿈꾸는 이들
이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
요. 

2. 현재 부경대 지부는 IVF 비
전에 동의하여 캠퍼스에서 함
께 살아갈 멤버십이 많이 부족
합니다. 복음에 헌신된 학생들
이 잘 세워져 공동체로 살아가
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활
동학사로의 삶이 하나님의 사
랑과 기쁨으로 채워지도록 기
도해주세요. 

4.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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