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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By Robert J. Tamasy
봉사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가? 회사 업무에 대한 책임을

Have you ever done much volunteer work? Many of
us might think it is all we can do to accomplish our
다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대부분
regular work responsibilities. However, every week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매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millions of people volunteer in a vast variety of ways.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If it were not for them, many important things would
never get done.
없었다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수많은 중요한 일들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봉사란 사회에 실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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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을 돌보는 것 등등 말이다. 오늘날의 구세군과 같은
자선단체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세워진 것들이다.
몇 년 전, 심장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나는 지역 병원을
방문하여 나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 환자들을 격려하고,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며, 회복 과정에 도움이 부분에 대해
나누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나는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방문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Volunteers provide vital services, such as helping
teachers in schools; aiding individuals who are
homebound due to illness or disability; assisting in
orphanages; providing foster care for children;
supporting international relief agencies; addressing
needs of the poor and needy; participating in shortterm mission trips; responding to natural disasters;
mentoring both young people and adults; and helping
to care for wounded and endangered animals.
Charitable organizations like the Salvation Army have
been built by volunteers.

Years ago, after undergoing open-heart surgery, I
volunteered at a local hospital to visit with patients
who had gone through similar procedures to offer
encouragement, share from my own experiences, and
give suggestions for their recovery process. It was
rewarding for me, especially since I could relate to
what they were experiencing and knew how much
such visits would have meant for me.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유익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봉사는 특권이 아닐 수

For those of us who follow Jesus Christ, volunteering
없다. 구약에서 우리는 봉사자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 is a privilege. In the Old Testament, we find the
example of one wh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사람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이사야 6 장 8 절에는
being a volunteer.
이렇게 나와 있다.
In Isaiah 6:8, we read,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And I said, ‘Here am I. Send me!’”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응답하셨고, 그는 하나님을 더

God took him up on his offer, and Isaiah became a
bold spokesman for the Lord, calling people to
알고자 하는 자들을 회개로 이끌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repentance and offering spiritual assurance to those
말씀을 선포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담대한 who were seeking to know Him better.
선지자가 되었다.
CBMC 에 참여해본 사람이라면 CBMC 가 봉사자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CBMC 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 다른 이들의 사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와 원칙을 일상생활 및 일터에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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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있다.
CBMC 는 개개인의 일터를 단순히 생계를 꾸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삼는 ‘일터에서의 대사’라는 개념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후 5:20)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Everyone who has been involved with CBMC in a
significant way understands it relies heavily upon
volunteers. It consists of business and professional
people who willingly give of their time, energy and
resources to help others not only with workplace
responsibilities and challenges, but also in helping
them discover how biblical truth and principles relate
to everyday life and work.
CBMC promotes the concept of “marketplace
ambassadors,” people who see their work not only as
livelihoods but also as opportunities to represent
Jesus to everyone they encounter.
“We are therefore Christ’s ambassadors, as though
God were making his appeal through us. We implore
you on Christ’s behalf: Be reconciled to God” (2
Corinthians 5:20). It is like Isaiah declaring, “Here am
I. Send me!”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선포한 것처럼 말이다.
대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Where are ambassadors to go? The Good News of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의 일부에 Jesus Christ is not limited to certain people groups or
segments of society. It is to be caringly and faithfully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대륙, 모든 국가와 도시, 마을에 communicated in every continent, to every nation, city
and town.
관심과 믿음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Mark 16:15).
전파하라.” (막 16:15)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Who are we to serve? Workplaces around the world
all consist of people needing to hear the lifetransforming message of Christ. In the process, we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are to serve as ambassadors – His willing, volunteer
대사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나타내며 섬겨야 한다. representatives.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all nations” (Matthew 28:19).
전 세계 일터의 모든 사람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 28:19)

무엇을 해야 하는가?

What are we to do? The mission is not simply to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convey information, but to help people understand
what it means to follow Christ, practicing and obeying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what He taught. “…as you are going, make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disciples…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Matthew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20)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도움을 줬던 사람들과 스스로에게 이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How much volunteer work have you done, if any? What has that meant for you – and for those you have helped?

2. CBMC 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했었다면, CBMC 가 봉사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과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If you have been involved in CBMC to any extent, what has been your impression of its reliance on volunteers and their
impact?

3. 일터 또는 어느 곳에 있든, 예수님의 대사로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봉사활동’에
동참할 의향이 있습니까? 왜 그렇다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What do you think of the idea of serving as an ambassador for Jesus Christ where you work, whether in your job setting or
as you travel to other locations? Is that “volunteer work” you’re willing to participate in? Why or why not?

4.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기쁜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In what ways do you think followers of Jesus can be effective in representing Him and communicating the Good News of
Christ to others,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diligent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t work?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골로새서 3:23-24; 갈라디아서 2:20; 빌립보서 4:8-9; 디모데후서 2:2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about principles it presents,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골 3:23-24)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 4:8-9)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딤후 2: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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