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ute.”  To  me,  those  five 

letters mean a huge portion of 

my life, my goals, my desires, 

and  definitely  my  faith.  Why 

would I  start something that 

many people don’t credit, take 

interest in and play something 

that you can barely hear?  It 

really sparked an interest in me 

the first time I  saw someone 

play it. I saw people from our 

church  play  flute  and  it  was 

amazing how just a long piece of 

metal could look so brilliant and 

inspiring.  

Nothing about it looked simple 

to me. It all looked intriguing 

and intricate and yet soothing. 

The people who played it struck 

me too. They played so grace-

fully, inspiring, and they looked 

like they were filled with emo-

tions you can’t explain in words. 

The flute isn’t just an instru-

ment; to me it has too many 

emotions, experiences, and the 

way for me to meet God. 

 

  I couldn’t start learning right 

away. Endlessly, I implored my 

mom to let me learn the flute. 

Finally, I got a tutor, a flutist at 

our  church.  As  I  started,  of 

course I knew it would be chal-

lenging  but  never  this  chal-

lenging,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Unlike  most 

people, my mom 

wanted me to 

get into 찬양팀 

but  I  didn’t 

have  a  true 

desire. Merely, 

I  just  did  it 

because  my 

mom told me to. It’s been about 

three years. The first year wasn’t 

all that spiritual happiness and 

getting closer with God to me. 

Following  along  with  the  con-

stantly  changing  songs,  not 

knowing  where  the  song  was 

starting,  getting  breathless.  I 

was missing the only point of be-

ing part of this prodigious group. I 

knew I was missing something but I 

couldn’t pin point it. Constantly I 

wondered if it was that I couldn’t 

play well. I practiced and prac-

ticed but that didn’t seem to be 

the  answer  to  my  question.  It 

helped me play better but I still 

had that part of something miss-

ing. I went my own way. Then, it hit 

me on the end of the first year of 

찬양팀.  

 

  I wasn’t asking or turning to God 

for help, I was answering my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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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의 달을 맞아 힘든 한 해를 돌아보며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기를 

2. 감사의 달을 맞아 더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3. 말씀은 갈급함으로, 기도는 전심으로, 찬양은 뜨겁게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1.    동쪽 마을 목장에서 섬기는 메릴랜드의 이 충식 선교사님에 관한 선교보고를 11월 23일에 해 주시겠습니다. 

2.    11/24/08 월요일 6:00-8:00pm, 추수 감사절 자원봉사가 Baptist Concern Center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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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는 모두 작은 Jesus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책임지고, 새롭게하며, 하나님의 Vision을 이루어가는 대학촌 교회의  성도가 되자.” 

                                                                                                                                   - 정성욱교수 

4.    선교부에서 손인식 목사님의 설교 CD " 편견 없이, 편벽 없이"  (딤전 5:17-22)를 11/2/08에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 

       다. 

다음 달은 말이죠, 크리스마스 특별호로 나갈 수 있어야 할텐데 말이죠. 

삶을 나누고 싶은 분들을 먼저 빠릿빠릿하게 캐치해서 원고를 부탁드리는 지혜가 편집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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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sked 

myself, how 

did I praise 

without 

reading the 

words and 

analyzing 

them?  ... 

 

… Did I 

even have 

enough 

faith in God 

to help 

others to 

meet God 

through me 

playing 

flute?  

미  유 타 대 학 촌 교 회  월 간 소 식 지  T h e  S o u l l a k e  제  5 6 호    ( 2 )   

  안
녕

하
세

요
, 
대

학
촌

교
회

! 

 
 
B

y
 
안

재
형

 
선

교
사

 

  

미  유 타 대 학 촌 교 회  월 간 소 식 지  T h e  S o u l l a k e  제  5 6 호    ( 3 )   

  사랑하는 교회와 여러 기도의 

후원자 여러분,  
 

그간 주님의 은혜와 평안가운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 가정

은 지난번 편지에 일정을 알린 

대로 이곳 남가주에서 7월부터 

안식년을 시작했습니다.   

 

선교관에 두 달간 머물다가 최근

에 아파트가 마련되어서 저희들만의 공간에서 귀

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미의 경우 아파트

근처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친구들이 백

인들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라

티노계통이어서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습

니다.  토요일은 한글학교도 다니면서 한국인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

다.  아내 혜숙선교사의 경우 자녀양육세미나, 목

요기도골방, 다락방 등을 참석하며 그간 선교지에

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모임을 통

하여 영성을 깊이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지역교회주일설교, 영어권한인학생

들을 위한 주일설교, 수요저녁예배설교, 토요새벽

예배 설교등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교회들을 방문

하여 유대인복음화와 런던의 노숙인 선교에 대한 

기도제목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미국인교회에서 지역 노숙인들을 위

하여 잠자리와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

가주에 도착하는 첫 달부터 매달 한번씩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저의 영국에서의 노숙

인 사역에 대하여 이곳 남가주의 노숙인들도 저를 

너무 반기며 한 형제와도 같이 대해주는 그분들의 

따사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으로 이분들을 섬기며 상담의 방법으로 접근하

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 생각

합니다. 
 

쉼터에 거주하고 계시는 크리스 형제님은 놀랍

게도 유대인친척이 있으신 형제님이신데 이름으

로 봐서는 유대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미군에 입대하려고 합니다.  군대 내에서

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형제님

의 신체검사시험과 앞으로 있을 훈련을 위해서 기

도가 필요합니다.          

 

* 기도제목을 간추리겠습니다. 
 

1. 노숙인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윌리드레익 목사

님을 잘 도와서 쉼터에서 단기간 머물고 있는 이들

에게 쉼과 영적인 양식을 잘 제공하도록 

2. 미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크리스 형제님에게 담

대함을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군대생활에서도 

귀한 신앙을 가지고 군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3. 유대인지역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토니 목

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3그룹으로 나누어진 주

중 다락방에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4. 유대인 실비아 자매님의 건강이 회복되시도록 

5. 다음 번 커뮤니티상담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모

집될 수 있고 마이클 선교사님의 리더십이 더 잘 

개발될 수 있도록 

6. 매주 월,수요일 열리는 커피하우스에 많은 중

보기도팀과 섬김의 마음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보

내주시도록 

7. 저희 가족의 안식년의 기간이 영적인 재충전과 

묵상, 휴식의 시간,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섬기

며 신학의 연구기간이 될 수 있도록 

8. 아들 새미가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

응하며 공부와 친구 사귀는 것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형 선교사가족 올림 (SL) 

 

 

** 한국에서 후원하시려면: 

한국외환은행  안재형  174-18-36538-2 

** 미주지역 후원방법:  

Pay to the order of   YWAM 

<YWAM> 

PO Box 3000, Garden Valley,  

TX 75771-3000  

 

수표에 YWAM 이라고 적으시고 메모란에는 저의 

이름을 적지 마시고 다른 종이에 SUPPORT 

FOR JAE HYONG AN 이라고 적으셔서 텍사스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JHAFREE@HANMAIL.NET      

남가주 주소 

2201 W. Broadway B212 

Anaheim, CA  92804 

714-404-1882 Cellphone 

 

 

 

 

 

 

 

questions without God’s help.  I 

started praying that I could be a 

part of this, play for Him, and help 

me realize this was only for Him. 

About half a year I prayed. Last fall 

He answered me and I finally un-

derstood. Of course I still had some 

parts that weren’t 100% great. 

 

   During  the  summer,  I  went  to 

Camp Redcliffe and I experienced 

so much. The words of the songs 

just popped out to me. One day, 

they were just words that helped 

me follow where we are in the song, 

but the next day, it was a whole 

new meaning in everything I read. 

Every single letter means a great 

amount of meaning. I asked myself, 

how did I praise without reading 

the  words  and  analyzing  them? 

When I didn’t even read the words, 

was that praising? Did I even have 

enough faith in God to help others 

to meet God through me playing 

flute? This was a huge impact to my 

experiences in 찬양팀.  

Now, I look forward to every Friday 

wondering what kind of songs that 

God will put in front of me to read 

and play. Even one song could have 

thousands of new meanings every 

time. This will always be new to me 

and thrilling and different every 

time. 

  

  I’m not a great flutist who plays 

in a symphony but knowing for sure 

that God called me to play the 

flute in the 찬양팀 to help people 

feel God is more important to me 

than being the best flutist in a 

symphony. Playing in the 찬양팀 has 

more meaning to me than playing in 

the world’s best symphony.  

  Of course, I feel God there when I 

play the flute. Sometimes I find 

answers  to  my  problems  in  the 

songs or while playing. Everyday, 

He  has  something  new  and 

breathtaking in store for me every 

time I  play  flute with Shekinah 

praise team. Everyday is a chal-

lenge but I look forward to it and 

try to face it rather than running 

away. I’m still learning and have a 

lot more to learn, but while I learn, 

I hope I can help others too. I could 

never do this without the help of 

God.    

 

  I try and wish that someone like 

me in the beginning can look at our 

praise team and have an inspira-

tion to start to learn the flute or 

any other instrument and get to 

know Him, serve Him, and tell oth-

ers about Him. I know that people 

can experience and know Him bet-

ter through praise team or any-

thing else. I look forward to more 

and more people joining our team 

and changing other people’s lives 

with us. (S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