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교 보고MINUTE FOR MISSION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차가 도로에서 날아가고 뒤죽박죽 옥수수 밭으로 튕겨진 후 첫 

목격자들은 사고가 쉘리 와일리Shelley Wiley 목사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간질 발작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간질 발작은 몇 년 전에 

진단되었고 사고 직전까지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희소식은 그녀가 회복을 

하였고 새로운 의약물이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하이오 주법에 

따르면 발작 환자는 6개월 동안 운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와일리 목사는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당시 오하이오 주 뉴 칼라일에 있는 

허니 크릭 장로교회 목사로서 그 당시 목회했던 회중을 섬기는 노력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겠습니까? 6 개월은 그렇게 긴 시간 같았습니다. 

 

그녀는 적응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마이애미 밸리 노회는 지역의 

우버 운전자와 같은 비율로 교회, 노회 모임, 목회 방문과 같은 업무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연금국 보조 프로그램, 노회, 그리고 그녀의 회중 사이에 공동 



보조금을 포함했습니다. 성탄절 특별헌금에 대한 선물은 재정 지원이 

필요한 현재 및 과거의 교회 지도자와 그 가족을 돕는 보조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큰 안도감이자 축복입니다. 

 

“저에게 운전을 제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목회자와 함께 

차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신학과 정치에 관해 

가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라고 와일리는 말했습니다. 

 

한 운전자는 집에 갇혀 있는 교회 교인들과 사역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장로가 되어서 회중의 사역으로 이러한 교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역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와일리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일리 목사는 그녀가 오랫동안 지원된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중요한 도움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경험은 프로그램 

유용성의 또 다른 차원을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특별헌금에 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봉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며, 그 직무가 어떤 사역이 될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작은 교회이며 많은 예비 기금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 조금씩 행한다면, 많은 것을 

이룹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Let Us Pray ~ 
예수님 안에서 세상은 주님의 온전한 선물, 인류와 함께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선물이 봉사의 직무를 계속하고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창조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