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GSASAYA 
Pagsasaya, in Filipino, means “Jubilee” at the same time “Happiness”. 

Pagsasaya is our vision as we participate in God’s mission. 
We proclaim and spread the gospel of Jesus and Jubilee dreaming that all will lift up the name of Lord’s favor one day. 

 2014년 5월 

 

최재형 선교사 소식 

지난 학기는 평신도 신학교인 ITS (Institute of Theological Study)에서 “히브리적 기독교의 역사와 사

명”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여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진지한 태도로 수업

에 참여했으며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는 학기는 유니온 신학교에서는 ‘기독교와 토지’ 

웨슬리 신학교에서는 ‘선교의 성경적 신학적 기초’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르침과 배움

의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최재형 김은하 목사는 연합 감리교 (UMC) 세계 선교부 (GBGM) 파송으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 주소: 19 Constellation st, Bel-Air 2, Makati city 1209, Metro Manila, Philippines 

■ 전화번호: 집 63-2-584-8673, 핸드폰 0917-763-0647 (최재형), 0917-300-6814 (김은하), 인터넷폰 070-7519-6209 
■ 이메일: pagsasaya@daum.net, pagsasaya@yahoo.co.kr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모든 것을 녹여 버릴듯한 태양의 열기도 우기를 알리는 소나기에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삶에도 성령님의 단비가 내리길 기도 드립니다.    

2014년 유니온 신학교 졸업생들   



필리핀 물소 까라바오, 처음 해 보는 일이라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우갓-희년 센터 완공 

 우갓센터 (UGAT Center) 사무실과 희년 강의실이 2차 공사를 잘 마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희년 

강의실은 6월부터 신학교 강의 및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 동안 기도해 주시고 희년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고센 유기농 농장 

 유니온 신학교 내에 자그마한 유기농 농장 (고센 농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코브라가 살던 곳이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알란 목사님과 프레디 형제가 많은 수고를 해 주었습니다. 

양은 비록 적어도 신선한 상추 및 여러 종류의 야채를 신학교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장의 목적

은 80%가 농촌인 목회 현장에서 사역할 학생들에게 텃밭 가꾸기를 통해 하나님의 선물인 자연을 살리

고 교회의 자립을 돕는 한 모델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롭게 마련된 희년 강의실 .   



고센의 묵상 

하루는 고센 농장에 오이를 심었다. 건기라 돌같이 굳은 땅에 

곧 부러질 것 같은 연한 모종을 의심스레 심었다. 하나님의 ‘정

의’는 약한 모종처럼, 진리와 선을 조롱하는 세상의 ‘불의’는 거

친 땅처럼 느껴졌다. 곁에 있던 알란 목사에게 물었다. “과연 이 

연한 새싹이 살아남을까요?” 목사님은 “걱정 마십시오 99.9% 

살아납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와 확신은 주님의 말씀 

같았다. 그래 생명의 원리는 늘 약함 속에서 강함이 된다. 비록 

“망고 나뭇잎이 마르고 가지 열매가 없어도, 파파야 나무열매 

그치고 까라바우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 심기는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샬롬의 오두막 (Kubo ni Shalom)  

 고센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알란 목사님 가정에는 

프레자일 엑스 증후군을 가진 샬롬이라는 아들이 있습

니다. 이 샬롬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이 모두 밖에서 일을 해야 할 경우 샬롬은 집

에 혼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알란 목사

님이 일하는 농장에 오두막을 지어 샬롬이 아버지 곁에 

안전하게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장의 낡은 오두막을 

개조해서 샬롬을 위해, 그리고 신학생들의 야외 수업 및 

평화에 대하여 가르치고, 나누는 오두막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모두가 자기

를 극대화 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를 내어놓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실천이 참 필요

합니다. 그 실천을 통해 세상은 진정한 샬롬 (Shalom)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김은하 선교사 소식 

 

사랑의 Before & After 

 한국 부인회 임원으로 섬김을 통해 3명의 언청이 어린이들이 수술을 받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 모금된 수익금으로 한 명의 언청이 어린이에게 

수술비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제가 의료봉사를 하는 세이비어 마을의 싸니라는 다섯 살의 남자 아이

가 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수술은 생각지도 못하던 온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기

쁘고 감사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하게도 싸니의 수술을 준비하면서 언청이 어린이들의 수술을 무료로 해 주는 단체를 알

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 수술비로 모아진 기금으로 세 명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 도시 빈민들은 무료 수술의 기회가 있어도 병원을 오갈 차비와 약값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무료로 받고 세 명을 위한 차비와 약값으로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두 명의 아이들은 필리핀 다일 공동체에서 알게 된 아이들입니다. 한 아이는 17 개월 된 제임스

라는 남자아이고, 다른 아이는 제니로즈 라는 일곱 살 난 여자아이입니다. 9남매 가운데 막내 

였던 제니로즈는 부끄러워서 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싸니도 과거에는 자신의 

얼굴에 대한 부끄러움에 늘 과다한 행동 장애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니는 손수건으로 얼굴

을 가리지 않고, 싸니도 의젓하고 차분한 아이로 변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다일 공동체에서는 그 아이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

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남을 인도하여 주셔서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싸니 
제니로즈 

제임스 



니킬라의 결핵이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3월에 세이비어 마을 정기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미용 전문가인 고 사모님이 함께 동참해서 

더욱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많은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이곳 환자들 가운데 니킬라 보랄이라는 일곱 살 

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니킬라는 현재 할머니와 함

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니킬라는 

결핵으로 인해 임파선을 따라 종기가 올라오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지난 해 같은 병으로 고생하던 한 아

주머니가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는 꼭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지

금까지 결핵약과 항생제를 함께 복용해서 외부 상처

는 많이 아물었습니다. 이제 꾸준한 결핵 치료를 통해 완쾌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   

해리스 음악사역 

 지난 학기에는 해리스 대학 합창단과 학교 대표 합창단 코랄리어를 지도하면서 많은 기쁨과 감사

를 누렸습니다. 코랄리어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여러 곳에 초청받아 노래를 했고 또한 연주회도 열었

습니다. 무엇보다 뜻 깊은 일은 졸업식 때 남편의 영적 어머니셨던 고 진기화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음악상을 저희 부부가 함께 수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학기에는 진기화 선교사님을 기

념하는 음악 장학생을 선발하여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일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진기화 어워드 

(Award), 음악성

적이 가장 뛰어난 

학생에게 주어지

는 상으로 올해는 

3명의 학생이 선

정되었습니다.  



망가한 헬쓰센터 

 감사하게도 올 해 세브란스병원 동문 의료선교사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에 망가한 마을의 의료

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년간 5000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간호사로 일했던 세

브란스 병원에는 의료선교센터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세브란스라는 기업가의 지원과 선교사들

의 헌신으로 설립된 병원이 이제 그 사랑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것입니다.  

 이 지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의료혜택과는 거리가 먼 망가한 원주민 마을에 클리닉이 생기고, 정

기의료선교와 건강보건교육의 혜택을 받고, 전통 약초사용법과 응급처치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게 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보건부와 협력하여 더욱 체계적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역

이 진정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해리스 졸업식, 전

체 학생 합창단의 

특별찬양 

망가한에 도착해서 망가한 여성 지도자와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