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CN방송에서 특별 편성한 ‘어버이 은혜’라는 

어버이주일 특집 프로그램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여느 때처럼 마음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장 물질적 이득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소중했

기에 행사가 있기 약 2주 전부터는 일정을 최소화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동선을 최

대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행사 대본

을 쓰고 한복에 어울리는 머리 장식을 만들며 소

품을 찾아다니는 등 성도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은

혜를 끼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부활절 

기념 가족 찬양대회’ 사

회를 맡은 뒤 일터에 축

복이 쏟아진 것처럼, 이

번에도 ‘어버이 은혜’ 녹

화를 마치고 5일 동안 

15곳에서 섭외가 들어

온 것입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이 시

국에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지요. 정성을 다한 마

음에 사랑의 증거를 보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이 되면 우리 교회 곳곳에서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

을 전하는 행사가 치러진다. 해마다 아동주일학교 어린

이주일 기념 예배 및 권사회에서 주관하는 어버이주일 

행사 등 은혜로운 말씀과 다채로운 공연으로 행복하게 

진행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GCN방송에서 특

별 편성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대신했다. 

지난 5월 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GCN방송에서는 아

동주일학교에서 제작한 ‘어린이주일 온라인 행사’가 방

송되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설교에 이어 

교장 장성식 목사와 지도교사들의 축하 인사, 아동들의 

간증과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그림편지, 아동주일학교 

행사 및 활동사진 등 다채롭게 제작되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선사해 주었다. 

5월 9일 주일 1시 30분에는 ‘어버이 은혜’라는 어버이

주일 특집이 방송되었다. 아나운서 김혜은 자매의 사회

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제작되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설교와 더불어 부모님

께 드리는 감사의 글, 예능팀들의 충만한 찬양과 무용, 그

리고 각 가정에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영상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어린이․어버이주일 프로그램은 GCN 위성방송, 

KT 올레TV 882, GCN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방

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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