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는 생명의 강 학교가 개학하는 달입니다. 그러나 시작하기 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일
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파와 겨울 가뭄으로 학교의 지하수가 메말라서 학교에 물이 나
오지 않았으며, 두 번째는 폭설로 인해서 학교 개학이 연기 된 것입니다.
학교는 삼수령 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학교는 원래 개학일인 3월 2일에 하지 못하고
두 번의 연기 끝에 3월 6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수령의 풍경(3.6)

삼수령 센터에서의 개학(3.6)

생명의 강 학교에서는 학교와 학부모가 소통하는 패밀리데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수령
센터가 지어지면서 일요일 저녁에 각 가정에 음식을 준비해서, 저녁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합
니다. 이번 패밀리데이는 3월 20일부터 있는 1학기 학교의 방향과 제주 국제 개더링에 대한
소개와 영상 시청, 그리고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밀리 데이 저녁 식사(3.11)

학생들을 위한 기도(3.11)

생강에서는 또한 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주 국제 개더링 참가입니다. 제주 국제
개더링은 “Watchmen for the Nations”라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인데, 예수원의 오랜 친
구인 그레이스 선교교회와 선교회의 후원 아래서 우리는 열정적인 예배와 더불어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셔서 개더링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독일 출신 기자인 아즈사를 보내셔서 학생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솔직한 자기들
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후에 있었던 삼수점 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
러 가지를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놀랍게 개더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즈사 기자 방문(3.14)

삼수점 기도(3.14)

제주 국제 개더링은 엄청났습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다양한 인종과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는 날, 강풍과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행기들이
회항하는 일들이 발생했으나, 저희가 탄 비행기는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아늑한
숙소와 그레이스 선교교회와 선교회의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남북한 교회의 상처를 보았고,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
됨을 목격하였습니다. 특별히 생강 학생들의 파란 점퍼는 멀리서도 잘 보이고 소속감을 우리
에게 주었습니다. 삼수령 센터 식구들과 예수원 식구들과 함께했기에 더 기쁜 시간이었습니
다.

파란 점퍼의 학생들(3.20~22)

개더링 예배(3.20~22)

삼수령 센터 식구들과 함께(3.20~22)

그레이스 교회 목사님을 위한 기도(3.20~22)

제주 국제 개더링을 갖다온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생명의 강 학교에서 고난주간에는
유월절 행사(Seder)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이 시간은 생명의 강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유월절에 필요한 마
짜, 하로셋, 쓴나물을 미리 만들고, 영어 시간에는 “Go down, Moses”를 부르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님들과 삼수령 센터 식구들이 함께 삼수령센터에서 가족
적인 분위기에서 유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월절 하로셋 만들기(3.28)

학생들이 만든 마짜(3.28)

유월절 식탁(3.29)

유월절(3.29)

하나님께서는 3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
로 생명의 강 학교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선생님들의 헌신과 학생들의 순종, 그
리고 학부모님들이 주시는 신뢰와 기도들로 생명의 강 학교는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비어 있던 버스 기사와 시설 관리를 위해서 예수원에 2년 수련을 마치신 박성익(예흔) 형제님
께서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4월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수업을 하게 도며 5월
달에는 파주 DMZ에서 열리는 코리아 개더링에 기도 세션 참가와 삼수령 센터 축성식 등 많
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