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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를 돌아 보면서

Looking back

이 사라 (사랑의교실 디렉터)

Sarah Lee (Class AGAPE director)
“너두 좋은 일 좀 하면서 살아야지!”

“You should do something meaningful for your life” was my

라는 엄마의 잔소리로 당시 고등학

mom’s daily nagging for me when I was a 10th grade in high school.

교 10학년이었던 나는 억지로 끌려

I was forced to join the “special need” ministry not knowing anything

가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 사역’에

about it. April, 2003 I was trained to join a new class AGAPE branch

동참하게 되었다. 2003년 4월ELA 사

opening in ELA as a high school volunteer. I became a teacher in

랑의교실 오픈을 위한 교육에 참석
하며 고등학생 봉사자로 시작되어
2006년 부터는 ELA 사랑의교실 교
사로 그리고 2008년도 토렌스 사랑
의교실을 새로 오픈하며 주임교사
로 섬길 기회가 주어졌다. 3년 후
2011년 부터 남가주 밀알 사랑의교

2006 at ELA branch and head teacher in 2008 when Milal started a
new class AGAPE in Torrance. 3 years later I was promoted to class
AGAPE Southern California Educational Director. Now in 2016 I am
preparing to make sense of the past 13 years of my life as I am
preparing to take the next step in my life.
I am emotional and amazed when I think of how a high school

실 교육 디렉터로 섬기게 되었고

student forced to join Milal came to love Milal so much. I still

2016년 7월 15일 밀알 사랑의교실과 함께한 13년의 시간을 되돌아 보

remember my first “buddy” who took my hand and accepted me,

며 나두 모를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보려 한다.

even though I knew nothing about how to care for any buddy. My

사랑의교실에 억지로 끌려온 고등학생 봉사자에서

first encounter with buddy lead me to know more

밀알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나

about “developmental disability” students and I

두 모르게 마음이 뭉클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majored in “special education” which lead me to

손을 잡아주고 받아준 그 당시 나에게 주어진 ‘버

where I am today even though that was not my

디’와 함께 한 첫 일년이 아직두 기억난다. 그 친구

original plan when I went to college.

와의 인연으로 인해 난 장애인 친구들을 더 알게

13 years of being part of class AGAPE is 1/3 of

되었고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생각지

my life. This is where I learn to love buddies,

도 못한 ‘특수교육’ 을 전공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13년간 사랑의교실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은
내 인생에 1/3 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사랑
하는 마음이 시작한 곳이고 내 장점과 단점을 배운
곳이다. 내 삶의 이유와 목표를 알려준 곳이고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준 곳이다. 진심으로 우리
친구들 한명 한명을 사랑할 수 있었고 사랑의교실

learned about my flaws, and what I am good at. I
learned of my purpose and goals in life, taught
me what joy and happiness is. I learned to love
each buddy I encountered along with volunteers
who has dedicated their time for class AGAPE and
unforgettable

memories

each

encounter’s

indelible mark. It is very difficult for me to say

을 오고 간 수많은 봉사자들과 잊지 못할 추억들이다. 그래서 밀알을

good bye to all. Even though I am taking a step which will bring

떠나는 나의 마음은 복잡하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 떠나지만

greater learning for me at this time, I am hesitant. I can say I truly

나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을테

love each and every buddy, parents, volunteers, and teachers. Also I

고 가까워진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과 선생님들.. 나

am thankful for your trust, your passion, and being part of my

를 믿고 함께 힘써 주시고 열정을 갖고 달려와준 우리 남가주 밀알 사

storied life with SC Milal family, thank-you! I love you all!

랑의교실 식구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앞을 보면서”

“Looking Forward”

알렉스 유 (사랑의교실 디렉터)

Alex Ryu (Class AGAPE Director)

고린도 후서 2 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밀알 봉사를 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 밀알 “사랑의 교실” 사역을 맡게 되어 늘 그립던 그 향기를
느끼며 귀한 사역을 감당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랑의 캠프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향기가 나기를 원하신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사랑의 교실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밀알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교실의 모든 가족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2 Corinthians chapter 2 states God sees us as the “aroma of Christ.” After each Milal’s event volunteering, I
felt the Christ’s aroma present. After accepting the position of director to Class AGAPE operations, I knew God has
answered my longing of Christ’s aroma in my life. I felt Christ’s aroma at the camp AGAPE this year. I believe God
wants to see Christ’s aroma fill the Milal. I ask for your continued prayer and support for Class AGAPE.

Aug 4th

ELA: Diana Chang

Aug 15th ELA: Stella Youn

Aug 27th OC: John Rhee

Aug 5th

OC: Isaac Lee

Aug 16th LA: Isaac Bae

Aug 28th

Aug 6th

TOR: Alicia Choi

Aug 19th ELA: Rachel Kim

LA: Christina Kwon

Aug 7th

OC: Ja Young Ho

Aug 20th ELA: Joshua Kwon

TOR: Paul Kim

Aug 8th

LA: Yerin Oh

Aug 21st ELA: Powell Chang

Aug 29th LA: Geon Yoo

IRV: Christy Chen

Aug 22nd ELA: Lawrence Chong

Aug 31st ELA: Audrey Kim

LA: Daniel Kim

Aug 23rd TOR: Dajung Suh

Aug 9th

LA: Sihwan Ryu

IRV: Ms. Hye Jung Hong Aug 26th ELA: Shar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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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County

Los Angeles

East Los Angeles

Irvine

Torrance

(2000년 8월 6일)

(2002년 4월 20일)

(2003년 4월 5일)

(2007년 4월 28일)

(2008년 9월 13일)

감사한인교회

충현선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베델한인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

Thanksgiving Church

Choong Hyun Mission Church

Good Stewards Church

Bethel Korean Church

Torrance First Presb. Church

담임목사: 김영길

담임목사: 민종기

담임목사: 송병주

담임목사: 김한요

담임목사: 고창현

6959 Knott Ave. Buena Park

5005 Edenhurst Ave. LA

2701 Woodgate Dr. W. Covina

18700 Harvard Ave. Irvine

1880 Crenshaw Blvd. Torrance

교사: 양고운 650.388.6918

교사: 오은영 323.360.8952

교사: 변미선 626.246.5439

교사: 이보라 213.604.1550

교사: 강보라 310.400.9610

간사: 박은애 562.217.1324

간사: OOO OOOOOOOOO

간사: 박민수 626.665.9556

간사: 홍혜정 949.232.7936

간사: OOO OO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