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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네번째 이야기

[2019� � 40주년� BEE�WORLD�CONFERENCE� 현장]

비엔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다!
열방�곳곳에서�복음을� 위해� 달리던� 사람들이�한� 곳에� 모였다.� 오스트리아� 비엔나.�40년� 전(1979년)�BEE의�

첫� 발을� 내딛던� 바로� 그� 도시이다.� 루마니아를� 향해� 가는� 열차� 위에� 올랐던� 조디� 딜로우(초대� 총재)의� 모습

을� BEE� 구성원이라면� 한� 번쯤� 사진으로� 봤을� 법하다.� 오늘� 이곳에서� 그� 역사적� 현장� 속의� 인물을� 직접� 만

날�수�있었다.�

두�명의�선교사(조디�딜로우,� 알� 브리지스)에�의해�시작된�사역이�열방으로�흘러흘러�큰�물결을�이루고�아

름다운�결실을�맺었다.� 이제�그�두� 명의�선교사와�함께�사역의�동역자들이�모여�사역의�열매들�속에서� 40년

의�살아있는�역사를�돌아보고�미래를�꿈꾸는�것은�참으로�큰�은혜였다.

25년� 전부터(1994년)� 이� 사역에� 동참한� BEE�KOREA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진다.�BEE�KOREA는� 늦게�

시작하였으나� 그동안� 누구보다도� 사역에� 앞장� 서� 왔고� 앞으로의� 40년을� 책임지고� 나아갈� 동력을� 뿜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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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에�있었던�BEE�WORLD�
최초의�사무실을�설명하는�조디�

딜로우(초대�총재)

김사무엘�선교사님과의�
만남과� BEE�KOREA의�시작을�
설명하는�조디�딜로우

40주년�컨퍼런스�팜플렛과�일정

� �주제� “하나님의�신실하심”

BEE�KOREA의�역사를�
설명하는�조문상�선교사님�

서아프리카�사역을�설명하는�김용달�
선교사님.� 가나에서의� 4세대�사역�
및�라이베리아,� 코트디브아르까지�

확장되는�사역�설명

동아프리카�사역을�설명하는�
박은형�선교사님.� 무려� 7개국의�

사역을� 7분�안에�보고

주말�저녁�성찬�후�
한국�테이블에�
찾아와�인사�나누는�
데이브�서멀백�부부�
(현�총재,�3대)� � � � �

우리�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40주년� 컨퍼런스답게� 많은�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짧지만� 임팩트� 강한�

선교�보고들이� 4일에�걸쳐�이어졌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미얀마,� 네팔,� 인도,� 카타르,� 필리핀,� 파키스탄,� 말

라위,� 우간다,� 중국�등등.�‘여성�사역’과� ‘번역․출판․미디어�사역’에�관해서도�정성스런�발표가�있었다.�

행사� 마지막� 날� 주일,� 다가올� 40년의� 사역을� 그려보는,�‘BEE의� 미래’에� 관한� 조문상� 선교사님의� 리포트는�

참가자�모두의� 가슴을�두드렸다.�‘참된�복음’이� 점차�사라져가는�현�세태에� 위기감을�느끼게� 하였으며,�‘성공이�

아닌� 섬김’(Not�Success,�But�Service)의� 사역만이� 살아있는� 복음을� 지켜갈� 것이라는� 울림이� 컨퍼런스의� 대

미를�장식하였다.� �

BEE�WORLD� 최초의�
교재(루마니아어�
갈라디아서&로마서)�
원본을�들고�있는�조문상�
선교사님,� 해맑은�흰머리�
소년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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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그라벤�거리에서,�시원시원한�
도심에�다리도�덩달아�길어지고~

비(엔나)�미녀� 4총사의�

행복한�오후,� 성스테파니�

성당�앞

말로만�듣던� ‘비엔나�커피’,� � � � �

본명은� ‘아인슈패너(Einspanner)’

이번�컨퍼런스로�확인된�점!

☆한류는� BEE에서도�통한다.

☆BEE�KOREA�is�Dynamic!!!

☆비엔나� =�BEE�&�‘나’

헬부른�성,� 도� 레�미�파�솔♪~ 잘츠부르크� ‘사운드�어브�뮤직’� 투어�중,�
헬브룬�성�꽃밭�속에서,�꽃보다�더�

아름다운� BEERS~^^

성안드레�교회에서�
발견한�십자가,� 일명�
삼위일체�십자가.� � �

(by� 김용달�선교사님)

컨퍼런스�공식� 일정� 틈틈이� 그리고� 자유� 시간에는,� 여유롭지만�코리아� 특유의� ‘바쁨’을� 발휘하며� 각개� 팀을�

구성해서�비엔나�곳곳과�잘츠부르크�투어�및�국경을�넘어�부다페스트까지�원정을�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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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다뉴브� 강가에� 주인� 잃은� 신발들.� � �
나치의� 핍박으로� 유대인들이� 총살당하고� 강물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형상화한� 설치미술작품.� 슬픈�
역사,� 남� 이야기가�아니다.

비엔나� 공항� 근처� 중앙묘지에� 있었던� 대가들의�
무덤.�(왼쪽부터�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의� 무
덤.� 이외에도� 브람스,� 요한� 스트라우스� 등� 음악가
들� 뿐� 아니라� 과학자,� 건축가,� 현대만화작가� 등�
유명인사들의�무덤,� 그리고�일반인�가족묘도�있음)

기자는� 공교롭게도� 비엔나� 공항� 옆� 묘지에서� 은혜로웠던� 이번� 여정의� 발걸음을� 멈

췄다.� 우리네� 인생의� 종착지일런가...� 묘지에서� 나올� 무렵� 발견한� 묘비명을� 바라보며,�

‘BEE�&�나’�2019� 여정은�하나님의�인도하심이었음을�분명히�느낄�수�있었다.�

“WIEDERSEHEN~!”�(다시�만나리~!)

BEE�WORLD,�BEE�KOREA의� 사역은� 결국�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착하고� 충

성된�종으로서�살아야�될�삶으로�우리를�이끌고�있는�것임을.

[� 취재:�김종영,� 편집:� 최선-�‘BEE수’기자]�]

BEE의�보석�찾기

*� 이번�주�보석�찾기�주인공입니다.
24.� 윤기민�집사

30년간�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친구� 덕분에�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동

기� 목사님께� 성경공부를� 하며� BEE를� 소개받았고,� 갈라디아서� 인도자이신� 나문채� 선

교사님의� 열정에� 완전� 이끌려� BEE� 여러� 과목을� 수강하며� 기도모임도� 나오게� 되었습

니다.�BEE는� 제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특히� A국�

BEE� 아웃리치에서� 당시� 믿음이� 없던� 사랑하는� 아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의� 세례를� 폭포수처럼� 경험했고�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EE를�통하여�하나님과�나에�대해서�더�알아가며�평안의�삶을�누리기를�기

도합니다.

� 온누리� 교회� 관악금천� 공동체에서� 순식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사회선교부� 새사람� 사역팀원으로� 소망교

도소에서� 일대일과� 공감인성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아내,� 아들,� 딸,� 사위� 그리고� 사랑

스런�손자,� 손녀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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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BEE�보석을�찾아요~

*� 다음�주�보석�찾기의�주인공은�누구일까요?

동아프리카�테이블�식구들의�기도로�기적같은�일이�일어났다고�하시며�테이블�식구들의�사랑을�이리도�자랑하

시는�분이�계십니다~�누구누구??

*�BEE�가족�모두가�하나님의�보석입니다!

BEE� 소식

1. 10월,� 말씀을� 행하라!�‘충성� -� 신실함과� 신뢰할� 만함.� 자신이� 부름� 받은� 일은� 무엇이든지� 부지런히� 행함.�

섬기는�일이나�사람을�저버리지�않음’이�우리� BEE� 가족의�삶의�곳곳에서�실행되기를�기도합니다.

2.�10월� 26일(토),�2019� 하반기�온비아�수련회가�충남�공주지역에서�기독교�역사�순례로�이루어집니다.�참석하

는�모든�학생과�인도자들이�역사의�주관자이신�하나님께서�선교사님들을�통해�남기신�흔적들을�따라가며�은

혜를�경험하는�시간되기를�기도합니다.�

3.� 기도�테이블�소식입니다.

*본부� 동북아� 테이블은� 신대원� 6학기이신� 이영애� 권사님께서� 오랜만에�

오셔서� 그동안� � 학업과� 일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을�가졌습니다.

*서아프리카� 중앙아� 테이블은� 오늘� 멀리� 가나에서� 오신� 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15일(화)-18일(금)� 온누리� 교회� 비타민C� 프로그램� 참석을� 위

해� 가나� 현지� 사역자들이신� 멘사� 목사(⼥),� 알라리� 목사,� 데이� 목사와�

그리고�로미티�성도께서�방문하여�서로�축복하며�함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