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들의 한마디

UBF(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너의 노래를 뜨겁게 불러보았는가?

UBF(university bible fellowship) 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균관 후배 여러분!
저는 ’83학번 행정학과 출신 이재섭입니다. 공고를 나와 5년
동안 하사관 복무를 마치고 27살에 야간 학부에 입학하여 낮
에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밤에는 최루탄 자욱한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군에서 5.18을 겪게 되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불순분자들의 반란이라고 굳게 믿었던 저는 대학에 들어와
거대한 권력이 심어준 대로 거짓을 진실로 믿고 순응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인간 삶의 목적’에 대해 근원적 고민을 해왔던 저는
기성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숙제를 스스로 안게 되었습니
다. 학생시절 단칸 월셋방에서 어린 아내와 3살 된 아들을
부양하며 주경야독해야 했지만 ‘인생의 목적’과 ‘바람직한 사
회상’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풀고자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탐구는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에서 성경공부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제게 충격적인 질
문을 수시로 던지곤 했습니다.
’What do you seek?(요1;38)’ 이 말씀은 제가 육신적 안
일하고 이기적 삶을 살아갈 때 저를 돌이켜 영적, 이타적 삶
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Look at the stars! (창15:5)”
이 말씀은 작은 이해에 매몰되어 큰 이상을 잃어버렸을 때마
다 북극성과 같이 높은 이상을 보게 하였습니다. 흙 수저만
도 못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필요한 때마다 과감하게 제 삶
을 던지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이 주는 강력
한 이끌림 덕분이었습니다. 성경말씀은 제가 47세라는 나이
에도 영국으로 가 박사학위에 도전하게 하였고 ,공무원연금
소장과 성대 대학원 겸임교수로 후학들에게 복지국가의 꿈을
심어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회정책 공부를 통해 ‘바람직
한 사회상’은 바로 성경 속 ‘사랑’이 사회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공부와
사회정책 공부를 통해 두 가지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말씀을 통해 각자 의미 있는 삶을 찾도록
돕는 대학생 선교단체입니다.
성경말씀과 각자의 전공을 통하여 시대를 책임지
는 예수의 제자들을 키우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UBF 는 1961년 전남대학교에서 시작되어
“성서한국’과 세계선교’를 모토로 현재 1만 여명
의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약90개국에 1,500여명의 선교사들
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표어는 ‘성경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자’ 입
니다.

Thanksgiving Day
대학로 UBF
대학로 ubf는 2001년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개척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학생들의 행복 멘토로서 함께 교제하며
성경 속 가르침을 통하여 학문의 진보를 이루고
각자의 인생목표에 다가서도록 돕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술,영상,피아노,태권도,탁구 등을 통
해 교제 할 수 있으며, 공부도 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 탐방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펴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에 대한 탐구나 자신이
열성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 어떻
게든 안전한 직장만 얻기 위해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
까? 비록 가슴 설레는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으로 보여도 자
기만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 도전한다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선배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학위 논문 을 써 영국대학에서 사
회정책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의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인생
참 지침서’인 성경말씀공부를 시작해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발견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사
랑의 도구’가 되십시오. 자신만의 노래를 뜨겁게 부르십시오.
어깨를 펴고 멋진 청년으로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King

Go!!
시인,사회 정책학 박사, 전)공무원연금연구소장,공적연금전문가, 성대 겸임교수

Merry Christmas

< 찾아 오시는 길 >^^
*

책임목자; 이요셉(성대 영문과 졸업)

성대 돌담 길
철문50m

* 예배장소; 성균관대학교 명륜캠퍼스
철문 돌담 길 50m
* 예배시간; 주일 11시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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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칼럼
평화로운 안식처
2년 전 성균관과 과학관 사이에 튀지 않는 벽
돌집이 세워졌습니다.
이 ‘도천 라일락’은 도상봉 화백의 작은 기념
관을 포함한 살림집입니다.
이 집이 국내 건축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
정받는 서울시 건축대상을 받았습니다.
일반 주택으로는 드문 일입니다.
수상사유는 원래 있었던 건물처럼 편안해 보
이고 함께 사는 동네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또 외부에서는 건물 내부의 창과 마당이 잘
보이지 않게 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며 안식
을 누릴 수 있는 거처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웃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마음의 쉼을 누리
는 안식처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11:28).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영혼의 안식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구주로 오
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천군 천사들은 찬송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
화로다” (눅2:14)

추수감사절의 의미
秋 收 感 謝 節
Thanksgiving Day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리는 절기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대일 성경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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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합니다^^

유래;
313년 로마 콘
스탄티누스 대제
가 기독교를 공
인한 이후 기독
교 전파를 위해
로마 이교도의
축제일에 예수
탄생을 비유해
알리면서 성탄절
이 시작돼 지금
은 전세계의 축
제로 자리 잡았
습니다.

Welcome !!
*추수감사주일예배 ;2017년11월19일 11시a.m.
*성탄예배; 2017년12월25일 11시a.m.

문의; H.P
‘도천 라일락’ 도상봉 화백 기념관과 자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