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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눔의 동산

박수잔 권사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회 회장

함께함의 행복

2

우리 물댄동산 찬양과 간증이 

밤 Title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

다. 그 Title 속에 매년 주제를 

달리한다.올해는 ‘함께’라는 주

제로 Oneheart Ministery와 공

동으로 주최하였다.

신기하게도 그 쪽의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만난 첫날 주제에 대해 이야

기 했을 때 원하트에서 말씀하신 주제가 ‘함께’였고 물댄동산에서 생각한 것이 

‘Together’였다.

그렇게 ‘함께’라는 주제로 행사는 준비되었고 9월 21일 개최되었다.

시작부터 열정과 은혜가 가득했다.  늘 물댄동산 단독으로 개최되었던 예년과

는 다른 열기가 가득했다. 함께 찬양하며 춤추고 기쁜 순간순간이 아닐 수 없

었다.

장구를 가르치는 방 인자 선생님의 간증은 듣는 우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

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며 느끼는 소소한 감동과 아픔들은 우리 모두의 간증

이기도 하다. 초청한 Gods Image팀의 우리 친구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는 친

구들을 행복하게 했고 우리 모두를 감동하게 했다. 그득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기뻐하심이 느껴졌다.

기대했던 만큼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마음 한 켠이 아쉬웠던 순간이 사라졌

다. 춤추며 함께 어우러져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참으로 행복해 보여 

너무도 기뻤다. 한껏 춤추며 찬양하던 마이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물댄동산만이 아닌 다른 분들과 함께 함으로 더 큰 기쁨을 맛보며 더 따뜻한 사

랑의 온기가 나누어졌다. 받는 것에만 익숙한 우리 모습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든 나누며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기꺼이 동참해 주시고 모든 것을 내일처럼 준비해 주

신 Oneheart Ministry의 Peter Park 목사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우리 친

구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어 준 Gods Image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무엇보

다 열심히 달려온 우리 물댄동산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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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 물댄동산 친구들 

안녕하세요.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회에 가족이 된지 이제 겨우 세 달 된 새내기입니다. 밤

낮을 왕래하던 직장생활을 마치고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이제야 이루어져서 

매주 토요일이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물댄동산에 와서 보니 15~6년 전에 저의 아들, 딸과 함께 사랑의 교실에서 만

났던 배유리 자매와 재회하니 더욱 반가웠습니다. 옛날에 그 상큼함 그대로의 

예쁜 모습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의 순수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가

슴이 뭉클해집니다. 

사실 저의 남동생은 다리가 조금 불편한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아주 어려서 

전신마비가 된 아들을 살리려고 안다닌 병원이 없다 하셨고 그 옛날 한강을 왕

복하는 배를 타고 다니며 치료에 힘을 쓰신 어머니가 계셔서 이제는 책임 연구

원으로 일하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위대하고 헌신적인 부모님들의 노고를 잘 알기에 물댄동산 친구들 한 명 한 명 

귀한 자녀로서 사랑 받아 마땅합니다.  성심 성의껏 열심이시고 사랑을 계속 

퍼 주시는 선생님들과 묵묵히 도와주는 학생 봉사자들의 민첩함도 제가 배워

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물댄동산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직이 불러봅니

다. 감사합니다.

안윤중 권사 (감사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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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댄동산에 와서

남편과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두 아들과 함께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회를 찾은 

때가 아마 15년 전 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수화 찬양을 하면서 입술로 부르는 노래보다 더한 감동이 느껴졌고 가슴

이 설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부에나팍의 작은 공간이었지요.

 그 인연으로 잠시 컴퓨터 강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열심히 배우는 분들의 모습

에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

을까 우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에 말할 내용을 넣어 주셔서 즐겁게 강

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회는 조용히 섬기는 분들과 기쁘

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는 멀쩡하

지만 내면이 너무나 부족한 저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자주 오지는 못하

지만 함께 호흡하고 예배하며 나누는 시간을 통해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

험하고 실천하는 곳이며 변함없이 섬기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

하게 하십니다.  

저의 삶도 녹녹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찬양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소리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

나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회에 오면 나의 환경을 원망하고 낙심했던 나의 이기

심에 반성을 하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 볼 곳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 나라이며 천국의 시민권을 갖

은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일깨

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Kelly Jung (다우니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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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소식지 & 웹관리)

‘나는 행복한 사람’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회 36년을 기념하며 찬양과 간증의 밤이 열렸었다. 

올해에는 특별히 One heart Ministry 와 God’s Image가 함께 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혹여나 물댄동산이 그들에게 가려지진 않을까라는 노파심도 

생겼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 professional 행사팀이고 우리 물댄동산은 작고 

힘없는 자들이기에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내 걱정이 무색하게도 정말 물댄동산 출연진들도 정말 은혜롭게 공연

을 하였다.  

그것을 보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

신 마음이 또 한번 생각

이 났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로운 몸을 주시지 않

고 말도 잘 못하는 장애

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냐

는 통곡에 하나님은 이렇

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아주 예쁘고 그 분에게

는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은 모습이고 비록 사람들은 나

의 말을 잘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내 말을 정말 선명하게 알아들으신다는 것

이었다. 

그 뒤로 나는 사람들 앞에 설 때 당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고 기뻤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왔다.  

그날 공연에서도 속된 말로 날고 기는 쟁쟁한 프로패셔널한 팀들 속에서 당당

히 공연을 해나가는 물댄동산 친구들을 보며 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 

같은 모습이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눈물도 나고 마음이 찡한 시간이었다.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 이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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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 일이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일이요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꿈이란

우산천과 같고

계획은

우산살과 같고

자신감은

우산손잡이와 같다 

 

용기란

천둥과 번개가 치는 벌판을 홀로 지나가는 일이요

포기란

비에 젖는 것이 두려워 집안에 머무는 일이다 

 

행운이란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서랍 속에서 우산을 발견하는 것이요

불운이란

우산을 펼치기도 전에 비가 쏟아지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퍼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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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s Image와 함께

God’s Image Body Worship

난타 방인자 집사 간증

물댄동산 난타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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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craft

태권도

CMC Picnic

Body Worship

Love Festival



▷ 2019년 6월 1일에는  세리토스선교교회와 함께 Cerritos Park에서 야유회를 가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세리토스선교교회에서 준비해주

신 맛있는 음식과 게임들도 즐기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8월 9일에는 미주 예총 주최 8.15 광복절 기념 예술제에 우리 물댄동산 

난타팀이 출연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장애인 친구들의 대단한 실력으로 관중들을 매

료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청해주신 미주예총과 지휘를 해주신 이서령 집사님

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19년 9월 7일에는 가디나 장로교회 루디아 여선교회 여러분들이 물댄동산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9월 10일에는  박수잔 회장, 박현복 전도사와 Oneheart Ministry Peter 

Kim 목사님이 미주복음방송 투데이에 출연해서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회와 찬양과 간

증의 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19년 9월 16일에는 박현복 전도사님이 미주 복음 방송 ‘새롭게하소서’에 출연

해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 온 박현복 전도사님의 간증에 감동 감

사합니다! 

▷ 2019년 9월 21일 제 36회 물댄동산 찬양과 간증의 밤이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찬양과 간증의 밤에는  Oneheart Minisry와 God’s Image가 

함께해 주셔서 더욱 더 은혜와 감동이 더 해졌습니다.

▷ 새회원 

Joy Lee 자매님이 학생 봉사자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   기도제목

	 1.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회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2.		물댄동산	자체	건물	구입을	위해…

	 3.		가족처럼	함께	할	자원	봉사자를	보내주시길…

◎	매주	물댄동산을	섬겨주시는	귀한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 첫째주:	박수한	전도사(찬양),	김운년	목사(설교/홀수달)	

					오렌지카운티교회(식사/홀수달),	세리토스	선교교회(설교,	식사/짝수달)

▷ 둘째주:	정계영	형제(찬양),	좋은	비전	교회(설교,	식사)

▷ 셋째주:	김창남	집사(찬양),	나성교회(식사)

▷ 넷째주:	감사한인교회,	다우니	제일	교회															

*	매달	케이크	제공:	예울	베이커리

9 나눔의 동산 9물댄동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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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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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단체  Fullerton Presbyterian Church, Good Stewards Church,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Orange Korean Church, Living Water Mission Church, Sa Rang Community Church, 

Rohthem Presbyterian Church, Nasung Church, 나성교회 1.2 여선교회, San Diego Bethel 

Church, Thanksgiving Church  

개인  김지원, So Yean Yu, 박현복, Hien D. Truong, Bong S. Kim, David Kim, 임창숙, 홍경희, 

박수잔, 방인자, 이해나, 김지원, Hien D. Truong, Bong S. Kim, Janet Joo, 이복선, Jade Yoon 

Jung Kang, 3GIRO INC. DBA IRASHAI, UBYULNA ALPW SALES SERVICE, Michael C. Chung,  

Dae And Kwee Ki

교회/ 단체 Good Stewards Church, Orange Korean Church, Sa Rang Community Church, 

Living Water Mission Church, Pleasing All, Nasung Church, 나성교회 제2남선교회, 

Rohthem Presbyterian Church, Bo Wook Park, Rph, Thanksgiving Church, San Diego 

Bethel Church

개인  Jong Sook Han , 박현복, Lina Sohn, Dvaid Kim, 박수잔, 방인자, Hien D. Truong, 

Bong Chul Jung, Christine C. Yoo, UBYULNA ALPW SALES SERVICE, John Lee, Janet Joo 

교회/ 단체 The Faithful Servents Foundation, Power of praise church,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Living Water Mission Church, Sa Rang Community Church, Nasung 

Church, Rohthem Presbyterian Church, Orange Korean Church, PleasingAll, San Diego 

Bethel Church, Fullerton Presbyterian Church, Good Stewards Church, 

Gardena Prebyterian Church

 개인  So Tean Yu, David Kim, 박현복, Jung Hwan Han, 김지원, 방인자, 박수잔, Lina 

Sohn, Janet Joo, Hien D. Truong, Michael C. Chung, UBYULNA ALPW SALES SERVICE, 

John Lee  

교회/ 단체 Sa Rang Community Church, Orange Korean Church, Living Water Mission 

Church, Thanksgiving Church, Good Stewards Church, Na Sung Church, 

Rohthem Presbyterian Church 

개인 Suk Soon Min, Hien D. Truong, Jung Hwan Han, So Yean Yu, Michael C. Chung, 

David Kim, 박수잔, Lina Sohn, 박현복, 김지원, 방인자, 최미라, 최미경

찬양과 간증의밤  공기숙, Kelly Kyung Ahn,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The America Wheat Mission, Fullerton Medical Pharmacy INC, John(Jenny, Yoonah), 

Mi Kyung Oh-Choi, Bright Kids Family Day Care,  Heesun Yee, Avoda, 

The Oh Revocable Living Trust, Don Young Lee

교회/ 단체 Thanksgiving Church, Sa Rang Community Church, Orange Korean Church,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ry, 루디아여선교회, Rohthem Presbyterian Church, 

San Diego Bethem Church, Pleasing All, God’s Image

개인  Jung Hwan Han, Bong S. Kim, 김지원, Lina Sohn, 박현복, 박수잔, 방인자, 

Christine C. Yoo, So Yean Yu, choi mi Kyung

찬양과 간증의밤  City of Refuge Mission Center,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ry, 

Christine Yoo, 최유성, 김유화, 조원선, 나성교회 여선교회



11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회 소개

▣ 물댄동산은 …

1983년 9월에 남가주 지역에 사는 한인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비영리 선교 
기관입니다. 본 선교회는 이사야 58장11절의 말씀을 기초로 설립된 행동하는 사람
들의 모임 입니다. 장애인인 우리는 스스로 홀로 서려고 하지 않으면 언제나 이웃
에게 부담스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 중에 용기와 소망을 잃고 좌절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가는 분들
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좌절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댄동산은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라는 고백을 기초로 육체적 균형을 잃었
어도 영적으로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숨겨져 소외
된 많은 장애인들을 찾아내어 섬기며 서로 돕기 위해 장애인들 스스로가 만든 사
랑의 모임입니다.
 
 1. 선교 및 교육
    ▣ 매주 토요일 예배 및 기도회
    ▣ 숨겨져 있는 장애인 발굴
    ▣ 장애인 심방 및 전도
    ▣ 병원(입원) 장애인 전도
    ▣ 찬양과 간증의 밤 (연1회 정기적인 행사)
    ▣ 장애인 찬양팀
    ▣ 장애인에 대한 계몽을 위한 교회 방문, 찬양, 간증

2. 재 활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재활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및 성인)
    ▣ Social Service (SSI), Medical, 직업교육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장애인의 각종 보조 장비 구입에 대한 안내

3. 장애인들을 위한 토요학교
    첫째 주 - 크래프트 / 찬양 담당 : 허현주 집사 / 이미숙 집사 
    둘째 주 - 장구 / 수화 담당 : 방인자 집사 / 임은숙 집사
    셋째 주 - 난타 / 찬양 담당 : 이서령 집사 / 이미숙 집사
  

후원계좌  Open Bank 04201000 (watered garden mission)
Watered Garden Mission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1335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 Tel:714-525-6700
wateredgardenmission@yahoo.com

 ---------------------------------------------------------------------------------------------------------
후원 및 회원가입

  성 명     한글 :                                      영어:

  주 소

  전 화     자택 :                                       Cell Phone:

  회 원    □ 장애회원 □ 후원회원 - 월별 or 일시불 $              □ 기도회원 □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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