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7 월 새벽이슬 선교 편지 
 

COVID-19 이후 새로운 변화 

COVID 사건 이후 저희 새벽이슬 선교 팀은 모든 활동을 Online 사역으로 전환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Zoom(화상채팅)을 통한 성경공부와 Bible Challenge 등 유스와 청년 세대를 타겟으로한 성경 퀴즈 대회를 

열어 이 격리 기간 동안에 활동이 제한되어 집에서 남는 청년들의 시간을 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투자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코로나와 이 시대의 흐름에 맞서서 6 월 부터 

본격적으로 새벽이슬에서도 미디어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월로 접어들면서 

어느정도 소규모의 모임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함께사는 공동체를 포함한 몇몇 청년들이 다시 모여 예배와 

몇가지 활동들을 재개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역 소개 

1. Youtube 미디어 사역:  광범위한 다수의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하여 지난 6 월부터 Youtube 를 

이용한 미디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소개 영상을 지난달에 Youtube 를 통하여 

업로드 하였습니다. 시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방문에 주세요. 

(새벽이슬 유투브 채널 : https://youtu.be/SfjlX-tWTIU) 

2. 성경통독 Online 개관:  새벽이슬과 연합하여 Streamside 단체에서 주최하는 성경통독 Online 

개관이 Zoom(화상채팅)을 통해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0 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지체가 있다면 Morning Dew 로 문의해 주세요. 

3. 아침 그림 말씀 묵상:  시편 말씀을 본문으로 매주 목요일 그림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한층 더 깊이있게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세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스케치북에 적고 그림으로 

표현한 후 본문을 암송합니다. 

4. 주중 청년 예배:  매주 월, 수, 금 저녁 7 시에 미션홈에서 소규모로 모이는 청년 예배가 있습니다. 

5. 찬양의 밤:  매주 금요일 저녁 7 시에 찬양의 밤(Free Worship Night)을 미션홈에서 갖습니다. 

6. 성경통독 Online 퀴즈 대회:  매달 1~2 회 성경 한권을 정하고 Zoom 을 이용한 Online 퀴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우승한 참가자들에게는 후원받은 amazon gift card 를 증정합니다. 

7. 성경 기초반: 전도를 통해 믿게 된 지체와 기초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기초반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도제목 

COVID-19 이 터지고 저희 사역자들에게도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바빴던 일상이 사라지고 붕 

뜨는 시간들을 어떻게 manage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여러가지 사역들이 정체되면서 

일시적으로 사역의 방향성을 잃게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역자 한사람 한사람을 깊이 만나주시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숨겨진 개인의 문제들과 

인생속에서 미처 풀지못한 매듭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더욱 

하나님과의 깊을 교제와 내적 예배를 통해 재헌신되어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도록 함꼐 

기도해주세요. 

정동진 선교사 드림 ( 새벽이슬 청년 선교 팀 대표 ) 

SERVICE HOURS 
 

저녁 새벽이슬 공동체 예배 (월, 수, 금 7- 9pm) 

아침예배 QT (월, 화, 수, 금 7- 8:30am)  
주중 Online 성경공부 (화, 목, 토 10- 12pm) 

찬양의 밤 Free Worship Night (금 7- 9pm) 

아침 그림 말씀 묵상 (목 8-12pm) 

성경 기초반 (화, 목, 일) 

주일 예배 (일 12:30-1:30pm) 



2020 년 7 월 새벽이슬 소식 

<새벽이슬 로고> 

      < 파송 & 송별회> 

산에 이슬과 아침 해를 상징함과 

동시에 청년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시위대 행렬 속에서 전도>                     몇몇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Zoom 화상 미팅> 

인종 차별에 대항하는 시위의 불길이 

거세지면서 여러지역에서 평화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유명한 

“# There is better way”의 대사를 바꿔서 

“# Jesus Is The Way”라는 판넬을 앞세워             코로나로 인해 Zoom 을 이용하여 미팅하는 모습. 

시위대 행열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왼쪽: Bible Challenge(성경통독 퀴즈대회) / 오른쪽: Streamside 와 스탭 회의 

<터키 학생 선교사 복귀>          <식품 후원>     <Youtube 영상 제작> 

     터키에서 1 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참빛교회, 하베스트 교회, 밀알, 12 Basket, 

제니자매 2 주간 자가격리하는 모습      은하수잔치에서 식료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말씀 그림 묵상>                        

 
매주 목요일 아침에 모여  

시편 말씀을 읽고 암송 및 묵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으로 그리고 선으로 그려서 

가슴 깊숙히 새기는 시간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하는 시편이 되도록 

묵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