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들의 한마디

UBF(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UBF(university bible fellowship) 는

후배님들 안녕 !
새내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이 서른이
되어 후배들에게 편지를 쓰다니 .....
나는 성균관대학교 소비자 가족학과, 그리고
아동청소년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어.
기대하던 대학에 들어 왔건만, 친구들과 선배들
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
이때 UBF에 초청받아 듣게 된
요한복음 4장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
내 삶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고 내 인생
처음으로 지속되는 기쁨을 느꼈어.

한국과 전 세계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말씀을
통해 각자 의미 있는 삶을 찾도록 돕는 대학생 선교단체입
니다.
성경말씀과 각자의 전공을 통하여 시대를 책임지는 예수의
제자들을 키우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UBF 는 1961년 전남대학교에서 시작되어
“성서한국’과 세계선교’를 모토로 현재 1만 여명의 대학
생들과 졸업생들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약90개국에 1,500여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
고 있습니다.
올해 표어는 ‘성경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자’ 입니다.

대학로 UBF
대학로 ubf는 2001년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개척 되었습니
다.
저희는 대학생들의 행복 멘토로서 함께 교제하며 성경 속 가
르침을 통하여 학문의 진보를 이루고 각자의 인생목표에 다
가서도록 돕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술,영상,피아노,태권
도,탁구 등을 통해 교제 할 수 있으며, 공부도 하고 차를 마
시며 대화를 나누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 탐방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New Jersey 주에 있는 Rutgers
University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세계
곳곳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남편을 도와서 오케스
트라와 교육을 통해 서 자선사업을 하고 있어.
성경공부는 20대 이후의 인생을 지혜롭게 준비
할 수 있게 도와 줄 거야 .
하나님은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의 상징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
시는 분이시거든. 그걸 너희도 알기를 바래~

가을학기
바이블 아카데미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
( 누가 복음11;2)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미국에 놀러 온다면 언제
나 welcome이야 !
맛있는 거 해주고 ,구경도 시켜줄게 안녕.^^
2006학번 성균관대학교 소비자 가족학과 졸업
2014년 아동청소년 학 대학원 졸업. 박지현

1차; 9월23일(토) 오후4시
2차; 10월21일(토) 오후4시
초대 합니다 ^^

< 찾아 오시는 길 >^^
* 책임목자; 이요셉(성대 영문과 졸업)

표지;
autumn and
fall

정기간행물 사업자 : 이계용
신고 번호 및 연월일 : 종로 라00500,
2017년 4월 4일

철문50m

제호 . 간 별 : 유어. 베스트. 프렌드
2017년 5월호

*표지디자인 ,

* 예배장소; 성균관대학교 명륜캠퍼스
철문 돌담 길 50m

성대 돌담 길

내지글.일러스트, 발행인 및 편집인 : 이계용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7길 55
; chanmi
발행 연월일 : 2017년 4월 29일

* 예배시간; 주일 am 11시
http://www.daeharoubf.org

Ubf
대학
로

성대정문

말씀칼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일대일 성경공부

남북통일을 원합니까?

[ 말씀, 시편 1; 1~3절 ]
2년 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하는 비율이 86%로 나타났습니다. (빅이슈.
2015.11.10~14일간).

* 일대일 성경공부는 성경말씀을 통해 인생과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비전을 이루는 방향
과 목표를 제시해줍니다.
1) 주1회 , 원하는 시간 , 약30분 ~
2) 공부내용; 성경 구약, 신약 중 택일
3) 예시 ) 요한복음1장 : 35-42절 말씀
“ what do you seek”?
“ What do you want”?
‘ 무엇을 구하고 원하는가’?
‘무엇을 구하려고 대학에 들어 왔는가?
잘 먹고 잘살기, 성공, 인기, 연애,
건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적인 인생을 살아가며
진정 찾고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말씀공부를 통해 선배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 답 을 찾기를 바랍니다.^^

통일에 찬성하는 이유로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서라는 응답이 66%였습니다.
요즈음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을 보면서 통일의
소원이 더욱 절실 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 해야 할까요?
하늘을 향해 핵이 아닌 기도의 미사일을 쏴야 합니
다.
성경은 말씀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편121:1.2)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
다.

또 일상생활에서 사랑과 평화,공평과 정의를 실천해
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고 더
나아가 평화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초대합니다. ^^

담 임 목자, 이요셉

전시소식

MOOMIN 원화전
‘핀란드 독립100주년
기념 특별전시’
어른과 아이모두 사랑
하는 대표적 캐릭터 중
하나인 ‘무민’탄생부
터 오늘까지를 살펴보
는 다양한 오리지널작
품을 관람 해보세요^^
기간; 2017.9.2~
11.26
장소;한가람
디자인미술관

문의;
H. P
삽화,글 ; chan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