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의 존재 

데이빗 갬브렐 목사 데이빗 갬브렐 목사가 작년에 장로교 청소년 집회(PYT)에서 연설하도록 

요청받았을 때에, 그는 이것이 도전적이기도 하고 매우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천 명의 십대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가진 설교자는 흔치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그 십대들 중 한 명이 제 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겸손과 두려움 그리고 

떨림을 몸에 안고 이 일을 했습니다."  

데이빗은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하이랜드 장로교회에 출석하며, 그곳에서 입교 수업을 

자원해서 가르칩니다. 그는 두 딸을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의 신앙 여행을 목격하고 지도해 

왔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오순절 헌금에 대한 선물을 고려하고 있듯이, 그는 젊든 나이가 많든 모든 

사람들은 청소년 사역이 단지 미래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트라이애니움은 그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나눕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소중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 그들의 재능, 지혜 그리고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우리로 부터 배움과 동시에 우리 또한 그들로 부터 배움을 원합니다 -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장로교 선교국의 청소년부 담당인 지나 예거 버클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장로교 신자가 

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지나는 오순절 헌금에 의해 

부분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 청소년 집회를 관리합니다. (여러분의 회중은 청소년을 

참석시켰나요, 아니면 어른들이 PYT에서 자원봉사를 했나요? 여기에 설명합니다]. 

"사역은 노인이나 중장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 신자들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을 나누도록 초대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오순절 헌금은 청소년 집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교육하여 세상 바꾸기 전국 

이니셔티브를 통해 위험에 처한 어린이와 청소년 자원 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데이빗이 말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나눌 은사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끌어갈 

중요한 방법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을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일을 

하고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갬브렐이 신앙의 지도자이자 아버지로서 경험했던 기쁨입니다. 

PYT에서 봉사한 후, 그는 참석했던 딸로부터 정말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간략히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오순절 헌금에 대해 관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만 백성의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삶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를 헌신케 하옵소서. 우리가 가르치고 멘토하는 동안, 여기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끌라고 부르시는 지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