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가 6월 4일 오전 8시 뉴욕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한국
에서 뉴욕을 방문한 양병희 목사(
서울영안교회)가 참석한 기도회는 
인도 김경열 목사, 환영사 김승희 

목사, 인사 양병희 목사, 기도 김
종훈 목사, 찬양 김영환 전도사, 
설교 김재열 목사, 합심 통성기도
(기도인도 송병기/최창섭/양승호 
목사), 인사 김호진 장로, 축도 방
지각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독뉴스는 뉴욕/뉴저지, 필라, 델라웨어에서 <씨존>이 발행하는 주간기독신문입니다.

뉴욕기독교방송(CBSN)이 2018년 6
월 1일을 기해 유튜브라이브 방송을 시
작했다. 유튜브방송은 최근 대중들에게 
친숙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듣고 볼수 있도록 하는 방송이다. 1020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스마트폰 인
터넷 방송은 이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방위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뉴욕기독
교방송은 인터뷰, 뉴스, 찬양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크리스천 콘텐츠로 유튜브
방송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방
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라이브 방
송 청취방법은 유튜브에서 한글로 ‘뉴
욕기독교방송’을 검색하면 실시간 방송

과 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난 
방송을 볼 수 있다. 
디지탈 시대에 인터넷 방송의 선구자 

역할을 자처하며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
하고 있는 CBSN 사장 문석진 목사는 “
방송의 설립 목표에 맞춰 정직하고, 오
직 복음만을 전하는 뉴욕기독교방송이 
되어 방송을 통해 희망과 용기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방송이 되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사
장은 “뉴욕기독교방송은 언제나 목회자
와 성도님들과 함께 사회적 소통을 이
끄는 종합미디어그룹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www.
cbsnewyork.net, 문의: 718-41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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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씀하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16:15)

CBSN, 유튜브 24시간 라이브방송 돌입

첫날 22일 공천부가 올린 임원 
선거를 통해 총회장 김재열 목사
(뉴남), 부총회장 양수철 목사(가
주) 서기 권혁천 목사(북가), 부
서기 허윤준 목사(뉴욕), 회록서
기 정광욱 목사(남가), 부회록서
기 김현수 목사(서남), 회계 김원

도 장로(뉴욕), 부회계 김영석 장
로(북가)가 선출되었다. 
공천부가 제시한 임원 명단은 

총대들에 의해 두 차례나 부결됐
고 갑론을박 끝에 ‘공천부 회의에 
전 총회장들이 참석하고, 결의된 
임원명단을 총회에

▲김재열총회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유투브 실시간방송과 다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모습

영상 인터뷰를 위한 스튜디오 리모델링도 마쳐

어플리케이션 개편, 다양한 찬양 프로그램 확대

<7면에 계속>

KAPC 신임총회장 김재열목사
42회 총회, 부총회장 양수철 목사

718.414.4848

스마트폰으로 듣고보는
뉴욕기독교방송

www.cbsnewyork.net

사장 문석진 목사

▲ 고 김명신 장로 추모예배(3면)

▲ 뉴욕장로성가단 정기연주회(12면)

▲ AG한국총회장 지용웅 목사(11면)

▲ 서부뉴스(12면-14면)

주요기사 안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한국 양병희 목사, 뉴욕교계 

지도자들과 합심기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

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
에 못박은 것은 유대인들 입니
다.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에 대
해 명백 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가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깨닫는 마
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
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에게 마음으로 

깨닫고 보고 듣는 은혜가 임하
기를 기대 합니다. 소경 이요 
귀머거리요 죽은 양심을 살리신 
은혜를 찬양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땅엣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
라를 기대하며 살아 갑니다.

시대의 소리
(373)

최요한 목사

세계선교연대 대표

서울명동교회 담임

▲ 효신교회 임직감사예배(5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단체사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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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진 목사

약력
웨스트 민스터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바이올라 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전공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담임목사

드림의 교회 담임목사

서울 사랑의 교회 수석행정 부목사

LA 동양선교교회 부교역자

필라델피아 한인 연합교회 부교역자

김학진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일시: 2018년 6월 17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뉴욕장로교회 본당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문의: 718-706-0100

저희 뉴욕장로교회에서 김학진 목사님의 담임목사 취임을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
회(회장 김영호 장로)는 6
월 2일 오전 8시 30분 뉴욕
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
사)에서 장로연합회 창립
과 발전에 힘쓴 고 김명신 
장로의 1주기 추모 예배를 
열었다.
고 김명신 장로는 1919

년 생으로 탄광 측량기사
로 일하다가 해방을 맞이했
고, 1949년 육사 8기를 수
료, 한국전에 참전 했으며 
1964년 육군 공병 중령으로 
제대,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8년 미국으로 이민했다. 

군 근무와 관련하여 금성 
충무훈장, 무성 충무훈장(2
개), 화랑 훈장, 미국 동성 
훈장, 국방부 장관 표창(2
회) 등 다양한 훈/표창장
을 수상 했으며, 30년 미
주 이민생활 중 그리스도
인으로서 장로의 직분을 받
아 교회를 섬기며 장로연
합회, 장로성가단, 평신도
연합회, 이승만기념사업회, 
기타 여러 선교 단체에서 
믿음의 귀한 헌신을 했다. 
2017년 6월 2일 소천, 유족
으로 이일해 권사와 아들 
셋이 있다.

예배에서 임병남 목사는 
‘죽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란 제목의 설교에서 고인이 
남긴 믿음의 헌신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전했고, 참가
자들은 고인의 생전 활동을 
담은 영상을 감상했다.
이밖에 김영호 장로(사

회), 손옥아 권사(반주), 정
권식 장로(대표기도), 손성
대 장로(고인 약력), 임형
빈 장로와 이보춘 장로(추
모사), 이만호 목사(축도), 
이계훈 장로(광고), 정덕상 
장로(식사기도) 등이 참석
하여 순서를 맡았다.

고 김명신 장로 1주기 추모예배
교계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자 고 김명신 장로를 기리며 

▲횾소 김명신 장로 1주기 추모예배 후 모여 사진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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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대로 받자’는 안이 통과됐
다. 결국 공천부가 확정한 임원
명단에는 당초 안의 부총회장과 
서기 명단이 수정 발표됐다.  
이같은 임원선거 과정에서 나

타난 회의 진행 미숙과 회원간의 
갈등, 리더십의 부재 등으로 회
의장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1시간 
이상 지속됐고 김재열 신임총회
장의 취임은 자정을 넘기며 회의

는 새벽 1시가 지나 마쳤다.  
신임 총회장 김재열 목사(뉴욕

센트럴교회)는 취임사를 통해 “
총회의 역할은 지교회들의 질적, 
영적 그리고 양적성장을 위해 함
께 기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창의적인 정책과 운동을 펼치겠
다.”고 밝혔다.
KAPC 총회에는 타교단 대표

로 전계현 목사(예장 합동),  박

삼열 목사(예장 합신), 이계석 목
사(예장 개혁), 김상석 목사(예장 
고신)등 총회장들이 참석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 21:15-

23)’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
는 22일 등록, 개회예배, 23일 관
광 및 선교의 밤, 24일 주강사 세
미나, 25일 폐회예배 등이 주요
일정이며, 매일 회무 처리 시간
이 배정되어 있다.

22일 개회예배는 총회장 유재
일 목사의 사회, 최진묵 목사의 
기도, 황문영 목사의 성경봉독(
요 21:15-23), 뉴욕센트럴교회 찬
양대의 찬양, 김재열 부총회장의 
설교 및 기도, 최중현 목사의 광
고, 김경진 목사의 축도 순이다. 
성찬예식은 김남수 목사의 집례 
하에 김충한 목사의 기도, 이상
만 목사의 성경봉독(고전 11:23-

29), 김남수 목사의 설교, 총대 
장로의 분병과 분잔, 이근신 목
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개회예
배 후 회무처리 시간에는 준비위
원장 이재덕 목사의 환영사, 임
원선거 및 신구임원교체, 취임인
사, 공천부 보고, 상비부 조직보
고를 거쳐 회록 채택 등의 순으
로 진행되었다.

일시: 6월 30일(토) 오후 10시 30분-11시 50분 

장소: CBSN세미나실(163-07 Depot Rd. #B-1 Flushing, NY 11358)

문의: 718-414-4848

인원: 선착순 12명

수강료: 무료(등록비 $10은 CBSN방송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 CBSN방송선교회원은 무료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개인상담(10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약필수) 

* CBSN방송선교회원에게는 스마트폰강의 DVD를 제공합니다.($5)

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초중급반(79기) 무료강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42회 총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42회 총회 단체사진

총회장 김재열 목사 부총회장 양수철 목사

특  집교계뉴스

<1면 기사 계속> 

▲ 42회 총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 KAPC 목사고시를 통과한 19명의 합격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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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는 5월 20일(주일) 오후 4시 
명예장로 7명, 영수 2명, 집사 26
명, 권사 70명 등 총 105명을 임
직하는 감사예배를 열었다.
설립 34주년을 맞이하는 효신

장로교회가 임직한 명단은 다음
과 같다.
▲명예장로: 김성순, 박삼양, 

배상천, 이동기, 이범재, 이정수, 
주원식
▲영수: 문성복, 현응복
▲집사(안수): 고남주, 고은철, 

김덕원, 김민호, 김수만, 김종석, 
김준원, 노찬호, 박충기, 박형덕, 
서순석, 서영배, 송락영, 안중석, 
우무성, 이병현, 이상비, 이제영, 
이호성, 임명춘, 정재혁, 조경업, 
차주찬, 최수영, 최정규, 최해남
▲권사: 강화숙, 권성희, 권순

애, 김남영, 김덕보, 김명순, 김
봉자, 김애란, 김연애, 김영미, 김
영순, 김영옥, 김원숙, 김지나, 김

혜정, 남영애, 노명수, 노순남, 박
글로리아, 박종례, 박철, 서경민, 
서금도, 서옥선, 서정숙, 서혜영, 
송경희, 송지영, 심순희, 안성자, 
양순임, 왕규정, 원윤경, 유봉희, 
유은섭, 윤선의, 윤엘렌, 이강희, 
이계주, 이미정, 이병심, 이분순, 
이수월, 이영숙, 이재문, 이종미, 
이종숙, 이주연, 이진숙, 이춘희, 
임명숙, 임명자, 장순희, 전혜순, 
정영숙, 조복희, 조춘사, 차희혁, 
최경숙, 최은숙, 최재인, 최춘옥, 
최현미, 한애경, 한원숙, 허명옥, 
홍정림, 홍종흡, 황복섭, 황상희
1부 예배는 문석호 목사 인도

와 기원, 김희복 목사(주찬양교
회) 기도, 베드로전서 4:7-11 봉
독, 연합찬양대 찬양, 김상태 목
사(주님의교회) 설교 순으로 이
어졌고, 2부 임직식은 문석호 목
사 집례, 방연성 장로 경과보고, 
서약, 안수기도, 악수례, 공포 순
으로 진행되었다. 

김상태 목사는 ‘주님께서 세운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
늘 임직식이 사도 베드로의 메
세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디아
스포라의 사명을 되새기며, 신앙
으로 재무장 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우리 기도하
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봉사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자”
고 강조했다.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

는 “오늘 임직 받은 여러분께 하
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받은 것, 
담임목사를 보필하는 동역자가 
된 것, 장로님과 봉사할 수 있는 
일꾼 된 것, 성도들의 징검다리 
역할 하는 친구 된 것을 진심으
로 축하드린다”고 축사 했으며, 
김홍석 목사(늘기쁜교회)는 “사
도행전 11장 23절, 26절 본문은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인데, 
부침이 잦은 뉴욕 교계에서 여러

분은 ‘교회에 꼭 붙어 있으라’고 
당부 드린다”고 권면했다.
임직자에게 신현택 목사(뉴욕

성신교회)는 “‘섬김은 세상을 화
평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나보다 
낮은 곳을 섬기면 여러분에게 주
님의 향기가 넘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주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 수 
있도록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권
면 했으며, 성도들에게 박용기 장
로(단비TV 상임고문)은 “교회를 
섬길 때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
을 것이다. 그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충
성과 봉사로 직분을 다하길 바란
다”고 말했다.
ARP를 대표해 박영수 목사(아

름다운제자들의교회)는 “임직자
들이 모든 자의 종이 되어 으뜸
이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을 축
하했다. 박삼양 명예장로는 임직
자 대표로 “여전히 부족하고 연

약한 저희가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와 인
도 부탁드린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세와 교회를 향한 헌
신과 섬김의 자세로 가정과 이
웃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주님
의 일꾼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답사했다.
축하와 인사의 순서 이후에는 

임직패 전달 및 예물 증정식이 
있었고 임직자들은 교회에 멕시
코 선교후원금 7만5천달러를 전
달했다. 이날 고강진, 손창현, 지
윤구, 하영수 장로에게는 은퇴장
로패가 전달되었다. 이 밖에 효신 
오케스트라와 유스 오케스트라가 
경기병 서곡을, 지양길 교수와 그
레이스여성중창단이 축가를 연주
했으며, 엄수흠 장로의 광고, 방
지각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
서가 끝났다.

▲횾효신장로교회 34주년 기념임직감사예배 105명의 임직원이 단체사진 찍고 있다.

효신장로교회 34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 
105명 임직, 디아스포라의 사명과 신앙으로 재무장하는 기회로 삼길...

창성건축
믿고 맡길수 있는 건축

부엌, 화장실 수리 및 개조 목공 타일

마루 페인팅, 루핑, 유리, 거울, 

마루 샌딩 및 전기 플러밍 등

(상담 및견적 환영)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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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시간:매주 수 오전 10-12시  ▶모집마감: 8월 15일 마감

▶장소 : 9 E Homesteads Ave Palisades Park NJ 07650(루터란교회)

▶문의 :이영란 단장(201-952-6320) | 김동권 총무(201-394-7821)

뉴저지 목사 사모회 
합창단 단원 모집

“글로벌 콰이어 콘서트 참가 ”
2018년 9월 23일,  맨하탄 카네기홀

▲뉴욕영안교회 2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단체사진 찍고 있다. 

▲뉴욕영안교회 2주년 감사예배 단체사진 ▲뉴욕영안교회 2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다.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
사) 2주년 감사예배가 6월 3일(
주일) 뉴욕 플러싱에 있는 예배
당에서 열렸다. 이날 뉴욕영안교
회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70여명
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다.(
영상편집 중)
서울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기 위

해 뉴욕을 방문한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는 “김경열 목사는 필

리핀 선교를 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할 정도로 열정적인 목회자”라고 
소개했다. 또 “뉴욕영안교회를 보
면 자신이 38년 전 12명으로 시작
했던 개척교회 시절이 생각난다”
며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김 목사를 위해 기도와 물질
로써 뉴욕영안교회를 후원하고 있
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모델이 된 교회’란 

제목의 설교에서 안디옥교회는 협
력이 잘됐고, 성령이 충만했고, 선
교하는 교회였음을 강조하면서 뉴
욕영안교회도 지역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희 목사의 기도와 유영상 목

사의 성경봉독, 김영환 전도사의 
찬양, 이광희 이미선 목사의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열 목
사의 동생인 김만열 목사(청주영

안교회)는 한국에서 뉴욕을 방문
해 형님께 직접 축하메시지를 전
하기도 했다. 양춘길 목사(뉴저지 
필그림교회)는 격려사를 통해 뉴
욕영안교회를 처음 방문하면서 놀
란 점 두가지를 말했다. 교회를 찾
기가 힘들었으나 교회 안에 들어 
와 보니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점
과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 마치 앞
에 몇 천명을 두고 설교하는 것 같

아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부흥하게 될 교회의 모습을 내다
보고 설교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경열 목사와 양병희 목사의 스
승으로 알려진 신서균 목사의 축
도로 감사예배를 마쳤다.
뉴욕영안교회는 세계오지선교

를 위해 기도하면서 실버선교회를 
통해 선교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최강석 기자]

뉴욕영안교회 2주년 감사예배 열려
서울영안교회 양병희 목사, 설교 맡아 “지역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교계뉴스



7NO. 46 / June 9, 2018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가 베이사
이드 지역으로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5월 20
일 오후 5시 30분에 열었다.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유상열 목사는 “코로나 지역에서 15년을 섬

기고, 베이사이드 이 곳으로 이전해서 다시 큰 
힘을 받기를 바란다. 그동안 미동부국제기아대
책기구 활동을 하며 다민족 선교에 대한 생각
이 깊어졌다. 코로나 지역에서 다 펼치지 못한 
다민족 선교를 이곳에서 매진할 생각이다. 그 
밖에도 음악을 이용한 선교, 영어성경 교실 설
립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2000년에 설립된 리빙스톤교회는 주일예배를 

10시 50분에 시작하며, 예배 후 전 교인이 함
께 성경공부를 한다. 한편 유상열 목사는 뉴욕
리폼드신학교 학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축사를 맡은 황동익 목사는 “음악에 달란트

가 있는 유 목사님 같은 분은 부러움의 대상
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 복음 전
하는 데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전희수 목사는 “리빙스톤은 한글로 
‘산돌’이다. 산돌교회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
는 생명수 같은 교회,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
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 했으며, 교협 
부회장 정순원 목사는 “리빙스톤교회가 하나님
의 총애를 받아 무럭무럭 성장하고, 이곳에서 
더욱 힘을 받아 뉴욕에서 앞서가는 교회가 되
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1부 예배는 유상열 목사의 인도, 최영재 집사

의 기도, 박영철 목사의 엡 1:22-23 봉독, 김영
환 전도사의 특송, 최창섭 목사의 설교, 유상열 
목사의 특주, 조국진 집사의 봉헌기도, 강신용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는 유상열 목사가 사랑의동산교회 측에 

감사패를 증정했고, 황동익 목사, 전희수 목
사, 정순원 목사의 축사, 광고에 이어, 엘피스
선교단 김정길 목사가 특송을 연주 했으며, 박
이스엘 목사(새소망승리교회)가 축복 및 만찬
기도를 했다.

▲리빙스톤교회 이전감사예배를마치고 단체사진 찍고 있다.

리빙스톤교회 이전 감사예배

15년 코로나 지역에서 베이사이드 시대로

다민족선교에 매진할 터
어린이의 목소리로 복음을 전한다

부흥성회 형식으로 진행

어린이의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영
상 축제인 CCV 말씀축제가 5월 19일(
토) 뉴욕우리교회(담임 조원태 목사)에
서 열렸다.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를 맞

은 어린이 영상선교 단체 CCV(Christian 
Children Voice) 말씀축제는 조원태 목
사(CCV 이사장)의 축사와 기도로 문을 
열고, 문한나, 김진우 두 어린이(열방교
회 주일학교)의 사회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으며, 종전의 스피치 중심의 발표회
와 달리 어린이 부흥성회 형식으로 진
행되었다.
CCV가 올해부터 기획한 청소년 프로

젝트 CCV Youth는 Eugene Yoo, Sha-
ron Yun 학생들의 CCV 영상을 통해 청
소년의 방황과 고민, 신앙적 문제를 나
누어 청중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3년간 해외 CCV 선교프로그램에 협력

하고 있는 탄자니아 마구구 교회(홍향임 
선교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선교 소
식과 예배모습, 그리고 이번 말씀축제를 
위한 축하 영상을 보내 CCV의 부흥을 
기원했다. 뉴욕우리교회 EM은 ‘Divine 

Identity’라는 제목의 연극을 통해 통일
을 염원하며 하나된 조국으로 하나님 나
라를 확장하고자 메세지를 전했다. 한울
림교회의 쿠바 목장 목원들은 이날 행사
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축제
의 기쁨을 더 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조희창 목사(뉴저지 

한무리교회 주일학교 / 낮은울타리 미주 
지역 간사)는 ‘Go Fish’ 라는 설교제목
을 가지고 말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가 되게 하신주님의 뜻이 다음세대 크리
스천 어린이들의 마음에 새겨져 자랑스
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바란
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설립한 어린이 영상선교 

단체 CCV(Christian Children Voice)는 
어린이들의 입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현재 뉴욕,뉴저지 지역의 
약 12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 매주 어
린이들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세계
로 전하고 있으며, 크리스찬 영상과 예
술, 그리고 문화컨텐츠 연구와 보급을 통
해 다음세대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크리
스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영적 부흥
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5회 CCV 말씀축제 

▲어린이 영상선교  CCV말씀축제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단체사진 찍고 있다.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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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빌립보장로교회(박희열 목
사)는 새성전 입당을 기념하여 6
월 1일(금)부터 3일(주일)까지 심
령부흥성회를 열었다. 심령부흥성
회는 필라영생장로교회 이용걸 원
로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변화된 
삶’이란 주제로 사흘 간 다섯 번의 
예배를 열었다.
이용걸 목사는 총회신학대학, 총

회신학연구원, 펜실베니아 이스턴 
대학교,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후암제
일교회에서 시무했다. 펜실베니아
에서 영생장로교회를 개척하여 35
년 간 시무하고 원로목사로 취임했
다. 현재 뉴욕장로교회 임시당회장
을 맡고 있다. 1일 오후 8시 30분

에는 박희열 목사 인도, 정상철 목
사(뉴욕예본교회) 기도, 고린도후
서 1:18-20 봉독에 이어 이용걸 목
사는 ‘아멘의 삶’ 설교를 했다. 2일 
새벽기도에는 시편 68:19을 본문으
로 ‘찬양의 삶’에 대한 설교가, 오
후 8시 30분에는 이지용 목사(뉴욕
겟세마네교회) 기도, 에스겔 47:1-
12을 본문으로 한 ‘성화의 삶’을 주
제로 설교가 있었다. 3일 오전 11시
에는 이경수 장로의 기도, 창세기 
47:1-12을 본문으로 ‘바른 삶’을 주
제로 한 설교, 신성능 목사의 축도
가 있었고, 오후 1시 30분에는 권영
길 목사의 기도, 에베소서 4:11-12
를 본문으로 ‘섬김의 삶’에 대한 설
교가 있었다.

빌립보장로교회 심령부흥회
새성전 입당 기념

이용걸 목사 초청 부흥성회

▲빌립보 장로교회 새성전 입당 기념 심령 부흥회 이용걸 목사의 설교 모습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이하 
여목협) 10차 정기총회가 6월 4일(
월) 뉴저지 잉글우드에 위치한 개신
교 수도원에서 열렸다.
신임 회장 김에스더 목사, 부회장 

김신영 목사가 선출 되었고, 감사
에 오정순 목사, 유종신 목사가 임
명되었다.
회계대행 이미선 목사는 9회기 재

정보고(2017년 6월-2018년 5월 기준)
에서, 전회기 이월금 $10,569.77, 총수
입 $13,684.81, 총지출 $16,293.77 총

잔액 $7,987.81 와 같이 보고했다.
신임 총회장 김에스더 목사는 서

울대 문리대, 프린스톤(M.Div.), 예
일대(S.T.M.), 드류대(D.Min.)를 졸
업하고, 뉴저지성서대학, 세계선교
대학, 뉴욕장로회신학대학에서 구약 
및 여성신학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개신교수도원 필리핀계 미국인의 
담임 목사 및 부원장을 맡고 있다.
부회장 김신영 목사는 조지아 신

학대학(M.Div.), 뉴욕신학대(D.Min.)
를 졸업하고, 2011년 국제연합총회 

서부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
며 좋은목자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여목협 뉴스레터 편
집을 시작으로 서기 2년, 총무 2년, 
감사 1년을 역임했고, 뉴욕교협 협
동총무, 뉴욕목사회 부회계를 맡기
도 했다. 뉴욕기독교방송 CBSN 일
본인 선교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도 활약했다.
신규 회원으로는 최세나 목사, 박

명희 목사, 박수자 목사, 김성자 목
사 등 4명이 등록했다.

여목협 회장 김에스더목사 부회장 김신영목사

10차 정기총회, 신규회원 4명 가입

▲여목협 10차 정기총회후 회장단이 기념촬영했다.(우측 두번째 회장 김에스더목사, 세번째 부회장 김신영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 이하 교협)는 할렐루
야 대뉴욕복음화대회 2차 준비 기
도회를 5월 31일(목) 뉴욕장로교회
(임시당회장 이용걸 목사)에서 가
졌다.
이번 대회는 7월 9일(월)부터 11

일(수)까지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
훈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며, 같은 
기간과 장소에서 열리는 어린이 대
회는 강사 미정이다. 목회자 세미
나는 7월 10일(화) 오전 11시, 대동
연회장에서 열리며, 청소년 대회는 
10월 19일(금), 20일(토) 예정이다.
회장 이만호 목사는 “대회 첫

날은 복음화대회 답게 복음 중심
의 찬양 축제가 펼쳐진다. 한국에

서 크리스찬 팝밴드 ’라스트’ 및 찬
양팀,  뉴욕을 대표하는 찬양팀이 
참가하며, 한국어와 영어로 예배가 
진행되어 세대와 민족을 아우르는 
은혜가 넘치는 대회가 될 것이다”
고 설명했다.
총무 김희복 목사는 “주요 임원

은 일주일에 3-4회 오전 10시에 모
여 함께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
는 기존과 다르게 평일에 열리는 
관계로 목회자와 성도들의 적극적
인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 각 교
회 주보에 새벽기도 제목으로 올려 
대회의 성공을 함께 기도해 주시
고, 대회 마지막 날 수요일에는 모
든 성도들이 프라미스교회에서 합
동 수요예배를 올릴 수 있기를 바

란다”고 당부했다.  
이용걸 목사는 ‘레위기에서 본 목

회자’란 제목의 설교에서 ‘말씀대
로 순종할 것(레 9:1-5)’, ‘축복하
는 것(9:22-23)’ 등 목회자의 사명
에 대해 설명했다.
1부 예배는 정순원 목사 인도, 조

원태 목사 기도, 송윤섭 장로 레위
기 8-10장 봉독, 김영환 전도사 특
송 등의 순서가 있었고, 이용걸 목
사 설교에 이어 김기호 목사, 이주
익 장로, 최현준 목사가 각각 ‘미
국과 조국을 위하여’, ‘뉴욕동포사
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 ‘
할렐루야 복음화대회를 위하여’ 등
의 제목으로 통성 기도를 이끌었
다. 김진화 목사의 광고, 신현택 목
사의 축도로 순서를 마쳤다.
2부 준비진행과정 보고는 총무 

김희복 목사 사회, 이만호 목사 인
사에 이어 최호섭 목사가 어린이 
할렐루야대회, 박준열 목사가 원주
민 선교 파트, 마바울 목사와 김
준현 목사가 청소년 대회, 조원태 
목사가 이민자보호 대책 등을 보
고 했다. 참가자들은 이태문 목사
의 폐회 및 식사 기도 후에 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3차 준비기도회는 임실행위원회

와 함께 6월 11일(월) 오전 10:30 
베이사이드 장로교회(이종식 목사)
에서 열린다.  

기도로 준비하는 할렐루야대회 
강사 이영훈 목사, 7월 9일(월)-11일(수) 프라미스교회

3차 준비기도회 6월 11일 베이사이드장로교회서

▲할렐루야 2차 준비기도회에 동참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진

▲4개의 교단이 함께한 체육대회 현장 사진

4개 교단 체육대회
PCA, RCA, AG, C&MA

체육을 통해 친교 나눠

미국장로교(PCA), 미국개혁장로
회(RCA), 하나님의성회(AG), 기독
교연합선교회(C&MA) 네 교단이 
함께 체육대회를 5월 21일 알리폰
드 파크에서 열었다. 각 교단을 대
표해 구자범 목사(PCA), 이풍삼 목
사(RCA), 이병수 목사(C&MA), 오
태환 목사(PCA), 허연형 목사(AG) 
등이 예배 순서를 맡았다.
설교를 맡은 이병수 목사는 로마

서 8:1-14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
으로 인도함을 받는자들’이란 제목
의 말씀을 전했다.
체육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오

태환 목사는 “올해 5회 째 합동 체
육대회를 하고 있으며, 함께 운동

하는 즐거움 속에 교제를 할 수 있
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고, “배구
와 족구 두 종목을 경기하는데, 젊
은 목회자가 많은 C&MA 팀이 우
승을 독점해 왔으나 올해에는 PCA 
팀이 새로운 인원을 영입해 새로
운 분위기가 기대 된다”고 평했다.
오 목사는 “이번 행사는 교단 별

로 500불 씩 지원 받아 푸짐한 음
식과 경품을 준비했다. 그동안 준
비위원장으로서 5회 행사를 모두 
준비해왔는데, 내년부터는 매해 한 
교단 씩 돌아가며 준비를 하기로 
하는 등 참가자 들의 열의가 높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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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이 개교 40주년을 맞아 5
월 27일(주일) 오후 5시 하
나님의사랑교회(담임 정석
진 목사)에서 세미나와 후
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학장 이기백 목사는 “본

교는 1978년 개교 이래 40
년 간 꾸준한 성장을 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캠퍼
스 건물을 마련하기도 했
다.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앞
으로의 사명을 위해 기도
와 후원을 부탁드리기 위
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후원회 회장 임선순 목사

는 뉴장신의 발전과 성서
대학협의회(ABHE) 와 북
미신학대학원협의회(ATS)
가입, 그리고 추후 분교 설
립을 위해 후원을 독려했
으며, 일반/지정/선교/차세
대/동문 장학후원과 액수
별 빌립(연 $1,200), 루디
아(연 $2,500), 바나바(연 
$5,000), 스데반(연 $10,000 
이상), 유산이나 생명보험 
헌납, 기도후원 등을 설명
했다.  강사로 초청된 두
바이한인교회 신철범 목사
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
로 선교의 역사부터 비전
까지 1시간 정도의 주제발
표를 했다.

1부 친교의 시간에 이어 
2부 예배에는 조태성 목사 
인도, 정석진 목사 기도, 유
재도 목사 설교 ‘여호와께 
맡기라’(잠언 16:3), 임선순 
목사 경과보고 및 헌금기
도, 이하연 사모 특송이 있
었고, 이기백 학장이 바나
바 선교회와 백성철 선교
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
는 순서가 있었다. 3부 세
미나는 김성은 교무처장
의 강사소개, 주제발표, 민
경수 총무처장의 광고, 교
가제창, 이은희 목사의 축
도가 있었다.  ▲후원문의: 
전화 (201)374-2432, 이메일 
Kpcanypts@gmail.com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
장 장신옥)는 6월 5일(화) 오후 6시 뉴저지
참된교회(담임 박순진 목사)에서 제86차 정
기노회를 열고 한소망교회 김귀안 목사와의 
목회관리 해소 등 주요현안들을 처리했다.
노회는 지난 제 85차 정기노회 결의로 223

차 교단총회에 헌의하기로 한 ‘한반도 펑화
와 탈북자에 관한 인도적 배려 및 북한 내 
미국 장로교의 선교유산 평화와 회복에 관
한 헌의안’은 총회 사무처의 유권해석에 혼
선이 생겨 다른 노회의 동의를 얻어 시간이 
경과하였고, 동시에 서부지역 Cascades 노
회의 헌의안이 동부한미노회의 헌의안과 거
의 일치한 내용이므로 이번 총회에는 상정
하지 않기로 했다.
케스케이드 노회의 헌의안은 ‘미국장로교 

모든 회중이 북한 인권 희생자들을 위해 적
어도 1년에 1주일간 기도할 것을 권장하고 
한국전쟁 이전에 북한에 있었던 과거 미국
장로교 재산목록을 검토하여 통일 이후를 
준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목회위원회(위원장 장경혜 목사)가 보고

한 한소망교회 건은 ‘김귀안 목사의 목회관
리 해소를 4월 30일자로 허락하고 임시 당
회장에 박상천 목사, 당회 자문단에 소재신 
목사, 박영숙 장로를 추천하기로 하는 안’이 
한소망교회 당회측의 집요한 항의가 있었으
나 결국 통과됐다.
▶김희건 목사(빛교회)가 펠리사이드 노회 

이전 신청이 허럭됐다.
▶새누리 교회(담임 김형석 목사)의 당회 

유지를 위해 조정민 은퇴 장로의 1년 시무

요청이 허락됐다.
▶동부한미노회는 New Mercy 커뮤니티

처치(허기원 목사) 교단관계해소 청원에 대
한 행정전권위(A/C) 구성을 실행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223차 미국장로교 총회가 6월 16-23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며 총 538명의 총대 
중 한인 총대 18명이다. 동부한미노회 총대
는 이상칠, 이문희, 장경혜, 김동영, 김윤수(
청년대표)가 참가한다. 
▶2020년 총회 정서기 청빙위원회 위원에 

이문경 장로가 선출됐고 총회의 인준을 남
겨놓고 있다.
▶223차 총회에 상정되는 헌의안 중 가장 

많은 노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헌의안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총회 연
금국이나 장로교 재단에서 화석 연료 산업
에는 투자하지 않고, 투자했던 재산을 환수
하고 신재생 에너지산업에 투자하자는 내
용이다.
▶2020년 총회 정서기 청빙위원회 위원에 

이문경 장로가 선출, 총회의 인준을 남겨놓
고 있다. 이밖에 노회와 교단의 주요 일정
은 노회연합 단기선교(과테말라, 꼬방, 7월 
23-30일), 장로수양회(9월 2-3일), 제 87차 정
기노회(뉴욕하은교회, 9월 11일), 에녹수양회
(10월 14-16일)등이 있다.
한편 노회가 열린 참된교회는 2005년 5월 

뉴욕에서 개척됐고 2010년 1월 1일부터 뉴
저지 해켄색,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 잉
글우드 현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문
석진 기자)

뉴욕장신 40주년 기념 후원의 밤
신철범 목사 초청 세미나도 함께 열어

동부한미노회 86차 정기노회
한소망교회 등 주요 현안처리 

▲뉴욕장로신학대학(원)이 개교 40주년을 맞아 기념후원의 밤을 개최 후 단제사진 찍고 있다.

▲동부 한미 노회 86차 정기노회 사진

뉴욕장로성가단(단장 홍대순) 제14회 정
기연주회가 지난 6월 3일 뉴욕 엘머스트에 
있는 퀸즈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이 다니엘 장로가 진행한 정기연주회

는 뉴욕장로성가단의‘죄짐 맡은 우리구
주’(바이올린 유안나), ‘나는 아네 그 사
랑’‘놀라운 주은혜’로 연주회의 문을 열
었다.
이름은 장로성가단이었지만 바리톤 이

요한, 뉴욕밀알여성선교합창단, 필그림
선교무용단, 뉴욕목사합창단, 아이노스 
남성중창단, 유안나의 바이올린 독주 등 
볼거리가 풍성한 대회였다는 평가다.
특히 마지막 피날레곡인 ‘거룩한 주’

는 뉴욕장로부부성가단과 뉴욕목사합창
단, 밀알여성선교합창단이 연합으로 합
창했다. 장엄한 하모니가 실내를 가득 메우
고 피아노, 바이올린, 오르간, 트럼펫 소리
가 우렁참을 더하면서 참석한 모두에게 감
동을 선사했다.
마지막 곡에 앞서 뉴욕장로성가단과 목사

합창단이 함께 부른‘내 평생에 가는 길’은 
장로와 목사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노
래를 선보이기도 했다. 가사처럼 평생 함께 
길을 가는 장로와 목사의 아름다운 모습이
었다는 평가다.
행사 중간에 장로성가단 후원이사회 이사

장인 박용기 장로가 후원금을 전달하는 순
서를 갖기도 했다.
프로그램은 뉴욕목사합창단 단장인 김종

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의 개회기도를 
시작으로 퀸즈한인교회 임시당회장인 한재
홍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했다. 또 뉴욕장로
성가단이 부른 전체 9곡은 한번 무대에 오
를 때마다 각각 3곡씩 찬양했다. 이 다니엘 
장로와 김일식 장로가 서로 지휘를 번갈아 
하는 모습이 이채롭게 보였다.
행사 후 친교시간에 퀸즈한인교회 체육관

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참여자들이 식사
하며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최강
석, 문석진 기자)

뉴욕장로성가단 14회 정기연주회
뉴욕목사합창단, 밀알여성선교합창단 협연

▲뉴욕장로성가단 9월 베트남 찬양 선교를위한 음악회

▲ 뉴욕 장로 성가단이 찬양하는 사진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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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국제금주학교(대표 김도형 목사, 이하 
CITS)는 1차에 이어서 CITS/GMAA 2차 전인치유 
리더 교육 수료식을 5월 24일 뉴욕 나눔의 집(박성
원 목사)에서 가졌다. 2기 전인치유 리더교육을 수
료한 인원은 1차 수료생을 포함하여 7명이며, 명단
은 다음과 같다.(이원주, 윤덕자, 윤복자, 이종수, 배
창우, 우정국, 성영호)
김길홍 목사는 눅7:11-17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서 죽었던 자에게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 앉고 말도 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 주
님께서 주시는 청년과 같은 새힘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전했다.
최정미 목사(CITS 부대표)는 수료생들에게 “우리 

모두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빛나며 변하지 않는 다
이아몬드와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절대 잊
지 말고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
자. 80세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세와 같이 더
욱 힘을 내어 우리의 가치 있는 경험과 인생을 가지
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기를 당부한다”고 
권면했다. 오랫동안 노숙생활과 삶의 문제들로 고

생하던 중 이번 교육에 참가하게 된 A 수료생은 “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나눔의 집에 오시게 한 것은 
최 목사님을 만나서 전인치유 교육을 받으며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B 수료생은 “이 전인교
육은 7~8명이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해져야 하는 교육이다”라며 아쉬
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중독전문가로서 이번 
교육을 수료하게 된 C 목사는 “목회자로서 중독문
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는데 앞으로 더욱 힘쓰
며 협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1부 수료예배는 박성원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이광모 장로의 기도, 수료자의 특송, 김길홍 목사
(GMAA 후원 이사장)의 설교, 미동부국제기아대책
기구 회장 유상열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수료식은 사회를 맡은 KNAADAC　대표 최정
미 목사의 권면에 이어 수료증 수여, 수료생의 4주 
교육 소감, 케익커팅, 뉴욕 장로협의회 김영호장로
의 축사, 이종명 목사의 기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념촬영에 이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국제금주학교 2차리더교육 수료식을 마치고 단체사진찍고 있다.

CITS 2차 리더교육 수료식
강사 최정미 박사, 전체 수료자 7명 배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5월 23일 오전 10
시30분 5월 월례모임을 가졌다. 퀸
즈소망교회(담임 정바울 김사라 
목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2018
년 단기선교 준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회의에 앞서드린 예배는 권금주 

목사 인도로, 기도 김인한 장로, 특
송 안경순 목사, 설교 정순원 목사, 
합심기도, 축도 정바울 목사 순서

로 진행됐다.
정순원 목사(빛과소금교회 담임, 

자문위원)는 “변함없는 감사”(시
136: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
아대책기구의 뉴욕 발족모임을 추
억하며, “기아대책이 날로 새롭게 
발전해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구제사역과 복음사역을 확장해나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감

사에 대해 “첫째, 우리의 삶이 어

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손
을 벌릴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앞
서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
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나
갈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
나님께 감사하라”고 역설했다.
2부 회무는 유상열 목사의 개

회기도 후 전희수 목사가 사역보
고를 하고, 이찬양 선교사가 광고 
했으며, 박진하 목사의 폐회기도 
및 친교 기도로 마쳤다. 2018년 
하반기 사역은 다음과 같다.
▲단기선교 △일시-10월 1-5

일 △장소-과테말라(장경순 박
윤영 선교사) △사역내용-결연
아동 방문, 애프터스쿨 방문, 부
뚜막/화장실 마무리 공사(가구당 

700달러), 교실증축 방문  ▲후원
자의 밤: 11월 25일 이날 회의에
서는 웹사이트(breadngospel.org)
에 사역 홍보 및 사역진행 보고를 
알리며, 선교단원 모집과 부뚜막/
화장실 후원내용을 영상과 문서로 
제작해 활용할 것을 결의했다. 6월 
월례모임은 27일(수) 오전 10시30
분 새소망승리교회(담임 박이스라
엘 목사)에서 열린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단체사진 찍고 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월례모임

교회/선교단체 웹사이트 제작

www.kidoknews.net

T) 718-414-4848

인터넷으로 선교하는 

씨존 기독뉴스 

한국외국어대 G-CEO(E-MBA) 뉴
욕총원우회(회장 곽우천)은 3일 퀸
즈 플러싱 미주한인청소년재단 강단
에서 기독교 서적 <낮은 데로 임
하소서>의 실제 주인공 안요한(왼쪽 

첫줄 세 번째) 목사 초청 행사를 마
련했다. 새빛 맹인선교회 대표를 맡
고 있는 안 목사는 지난 30여년 간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복음 전도 활
동을 펼쳐왔다.

E-MBA뉴욕총원우회
안요한 목사 초청집회

▲E-MBA뉴욕총원우회 안요한목사 초청집회를 열고 단체사진 찍고 있다.

뉴욕시립대 퀸즈칼리지 음대 예비
학교(CPSM) 봄 관현악 콘서트가 6
월 2일 오후 3시 퀸즈칼리지 르프락 
콘서트 홀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CPSM 유스 오케스

트라 음악감독으로 2017년부터 활동
해 온 이선경 씨의 지휘로 현악단은 
그리그, 프로코피에트, 베토벤 곡을, 
실내악단은 드보르작의 ‘세레나데’,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을 연주했다.
이선경 음악감독은 2014년부터 

CPSM 합창단을 지도해 왔고, 2017
년 10월 유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으로 취임했으며,  로즐린감리교회(
김사무엘 목사) 성가대 지휘자, 뉴욕
기독교방송 CBSN 찬양프로그램 ‘
이선경의 찬양 유빌라테’진행자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퀸즈칼리지 음대예비학교 콘서트

지휘 이선경, 드보르작 세레나데,

브람스 헝가리 무곡 등 연주

▲(오른쪽)유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이선경 지휘자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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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은정 집사의 유작 ‘별빛 광
야길’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6월 3
일(주일) 오후 4시 뉴욕평화교회
(담임 임병남 목사)에서 열렸다.
고 이은정 집사(1970년생)은 김

형수 집사와 김선녀 권사의 장녀
로 출생, 유년시절 노왈수 목사의 
인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청소년 
시절 도미했다. 

이태원 집사와 가정을 이뤄 두 
자녀를 두었으며, 뉴욕평화교회에
서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활동했으
며, 5년 간의 항암 투병 끝에 2017
년 5월 소천했다.
책머리 작가의 말에서 이 집사

는 “뼈를 거슬러 머리까지 들어온 
암과 투병하는 동안 조용한 묵상 
중에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

과,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길을 
꾸밈없는 솔직한 언어 그대로 적
었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힘든 

걸음을 걷는 그 누군가에게 단 한 
줄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컸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
라고 적었다. 

1부 감사예배에서 홍완기 장로
의 기도 후 임병남 목사는 히 11:4
을 본문으로 ‘죽어서도 말하는 사
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2부 출판기념식에서는 작가의 

말과 서평이 소개되었고,  시집
에 수록된 ‘부탁이 있어요’, ‘괜찮
아요’, ‘무제 #6’, ‘무제 #20’등이 
낭독되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고인이 작사한 찬양곡 ’주님(이해
성 곡)’을 뉴욕기독교방송 사장 문
석진 목사의 지휘로 함께 불렀다. 
고인의 유지 설명에 이어 목회/

선교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고, 이
태연 집사가 유족을 대표해 인사
했으며, 임병남 목사의 축도 후 친
교와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항암투병 5년의 고통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고 이은정 유작시집 출판기념예배 

▲고 이은정 지사 유작 시집 출판기념예배 후 단체 사진찍고 있다.

AG 하나님의 성회 한국 37차 정
기총회가 5월27일(월)-31일(목) 알
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고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는 주제의 대회에
서 신임 총회장 지용웅 목사, 부총
회장  강일진 목사가 선출되었다. 
이 밖에 신임 임원진은 총무 서세

광 목사, 동북부 지방회장 이성달 
목사, 동중부 지방회장 김창만 목
사, 동남부 지방회장 김웅철 목사, 
중북부 지방회장 김백신 목사, 중

남부 지방회장 홍형선 목사, 서북
부 지방회장 안영일 목사, 서남부 
지방회장 박경희 목사, 총대 박병
동 목사 등과 같다.

2018년 목사 임직자는 김문, 김
관, 전효근 목사 등이다.

AG 한국총회장 지용웅 목사
37차 정기총회서 선출, 부총회장 강일진 목사

▲AG 하나님의 성회 한국 37차 정기 총회 단체 사진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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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섭 목사의 70세를 축하
하는 ‘황혼에 드리는 작은 음
악회’가  5월 20일(주일) 오
후 4시 중앙루터교회에서 500
여 하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1부 순서에는 피터 정 목사

(주십자가교회)의 사회, 민승
기 목사(O.C 교회협의회 이사
장)의 기도, 김상욱(테너), 김
숙영(소프라노), 최창경 씨의 
특별 찬양이 있었고, 풍성한
교회(미주대한신학대학 총장) 
담임 박효우 목사가 ‘그날을 
바라보는 신앙’이란 주제로 
설교했다. 이어 류당열 목사
(미주대신대학 이사장), 강부
룽 목사(인디언선교회 회장), 

김창현 목사(남가주노회 증
경 총회장)가 축사를 하고, 김
정호 목사(패트라신학대학 총
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
쳤다.
2부 음악회는 정대철 목사

(라디오서울아침방송 진행자)
의 사회로 시작하여, 최경섭 
목사의 ‘벙어리가 되어도’ 그
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니‘를 불렀고, 이어서 김숙영 
사모는 ’나를 일으키시네‘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최경섭 목사가  ’약혼녀‘, ’

눈물 속에 피는 꽃‘, ’제비‘, ’
영광의 탈출‘, ’마이웨이’등을 
불렀고, 김숙영 사모는 ‘주님 
따라 가는길’, 그리고 최 목사

와 이중창으로 ‘향수’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앵콜 송으
로 ‘생명의 양식’이 연주되었
고, 청중들과 함께 ‘사랑으로’
를 합창했다. 송택규 목사(시
니어타임즈 US 발행인)의 축
도 후 참가자들은 만찬을 나
눴다.
최경섭 목사는 3세 때 열병

으로 시력을 잃고, 대전맹아학
교에서 학업을 이수했다. 뛰어
난 노래실력으로 가수로 데뷔
하여 잠시 활동 후 알래스카
로 이민, 다시 엘에이로 이주
하여 남가주실로암장로교회, 
실로암치유선교센터 등에서 
사역하며, 찬양 사역과 부흥
회 강사로 활동해 왔다. 

황혼에 드리는 작은 음악회
최경섭 목사 70세 축하 음악회

▲최경섭 목사의 70세를 축하하는 ‘황혼에 드리는 작은음악회’를 마친 후 단체사진 찍고 있다.

 LA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
사)는 5월 27일, 28일 1박 2일간 루선벨리에 있는 비전
선교센타 수양관에서 온가족수양회를 가졌다.
찬양사역자로 전문 호스피스사역을 하고 있는 이은

수, 이혜영 목사 부부를 강사로 초청되었고, 3개 선교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증을 겸한 메시지와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매년 수양회를 개최해 온 이동진 목사는 “이민생활

이라는 특수 환경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하룻밤을 지
내면서, 존귀한 존재로 창조 받은 성도들이 자존감 회
복과 육체적, 정신적 쉼의 시간을 나누면서 영성회복
을 이루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날 아침에 진행된 성도들의 7분 간증 시간과 

참가자 전원이 참석한 백일장(5행시 짓기) 순서에는 
성도들의 삶이 진솔하게 나타난 신앙고백들이 쏟아
져 나왔다. 다음은 많은 박수를 받은 5행시 세편이다.
 
이경애 권사
새 : 새생명 주셨으니
계 : 계수나무 그늘 밑에서

명 :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사 : 사람마다 품어주시는
랑 : 낭랑한 사랑의 노래 부르자
============================
 이데보라 집사
예 : 예수님 닮아 성화되기 위하여
수 : 수양회에 왔습니다
님 : 임을 향해 정성을 다하듯
마 : 마음 다하여 기도 간구 합니다, 예수님!
음 : 음성 응답 꼭 드려주세요. 에수님!
=============================
 
정태순 권사
새 : 새로 산 큰 냄비가 있어
계 : 계란 넣고
명 : 명란젓도 넣고
사 : 사랑으로 양념 했더니
랑 : 낭랑한 목소리로 주님 하신 말씀 
     “냄비가 더 맘에 든다”

성화장로교회 온가족 수양회

▲성화장로교회에서 온가족수양회를 가서 단체사진 찍고 있다.

서부뉴스

▲최찬영선교사의 ‘황금기 선교사 운동’ 준비기도회 현장

‘황금기 선교사 운동’ 준비 기도회 GMAN 선교방송을 운영하고 있
는 김정한 선교사가 주동이 되어 
준비하고 있는 ‘황금기 선교사 운
동’을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갖고 뜻
을 같이 하는 목회자들이 모여 기
도회를 가졌다.
5월 21일(월) 오전 10시 은혜한인

교회(한기홍 목사)에서 70여 명이 
모여 1부 예배를 드리고, 격려사와 
선교보고 등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
다. 손문미 무용선교사가 ‘예수님이 
좋은걸 어떻게 합니까’ 무용을 감
상한 후에 조헌영 목사가 등단하여 
설교 했다.
조 목사는 로마서 10장 14절-15

절을 본문으로 ‘발이 아름답도다’라
는 제목으로 설교해서 은혜를 나누
었다. 이어서 한국선교사 순위 1번
으로 알려져 있는 최찬영 선교사가 

격려사를 하고, 이재환 선교사(중
국), 김창훈 선교사(태국선교사)가 
등단하여 각각 선교 보고를 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정한 선교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북미주한인
교회의 새로운 선교동원운동을 주
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임 
동안에 깊이 느끼게 된 은혜를 모
두가 받았다.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더욱 큰 성

령의 역사가 우선 남가주에서 일어
나고 점차로 전 미주를 향하여 나가
며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인이
민교회들안에 새롭게 확산될 것에 
대한 것을 모두가 확인하였다 ”고 
말했다. 김정한 선교사는 오는 6월 
18일 은혜한인교회에서 황금기선교
사 운동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창호 기자]

▲한인타운 분리 반대를 위한 한인교계 목회자들이 모여 조찬기도회를 했다

한인타운 분리반대 조찬기도회
송정명 목사 “교계가 단합하고 앞장서서 뭉치자”

한인타운 분리 반대를 위해 한인교계 
목회자들이 모여 조찬기도회를 열었다.
5월 24일(목) 오전 7시 가든스윗호텔

에서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의 사
회로 조찬기도회가 시작 되었고 박종대 
목사가 대표로 기도하고, 송정명 목사(
성시화미주본부 대표)가 설교 했다. 송 
목사는 김대준 목사(LA 비젼교회) 대
독한 신명기19장14절을 본문으로 ‘경계
표를 옮기지마라’는 제목으로 설교 했
다.
송 목사는 “이 자리는 한인타운 분리

안 반대 투표를 위해 범교계대책위원회
를 급하게 조직 했고, 조찬기도회를 열
게 되었다.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들은 

예배초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면서 이민의 삶을 시작 했으며, 고
난과 역경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
다. 올림픽거리를 중심으로 코리아 타
운이 36년 전에 형성이 되었고, 교회도 
한인 타운 주변에 300개 이상이 세워져 
있다. 이제 우리 교계가 단합하고 앞장
서서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재율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샘신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로라 전 한인회 회장 등이 격려사를 전
했고, 정우성 목사(광명교회 )의 합심기
도 인도, 한기형 목사의 축도로 조찬기
도회 순서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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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헨대학교,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
logical Seminary, 설립자 강
신권 박사, 총장 로날드 밴더
메이 박사, 이하 코헨대) 30회 
졸업식이 5월 25일(금) 오후 5
시에 토랜스의 본교 채플 룸
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식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총 31
개국 코헨 분교에서 학사 125
명, 석사 50명, 박사 29명, 명
예박사 11명 등 총 215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코헨대는 설립 30주년을 맞

아 전 세계 153개국에 말씀 전
수와 세계선교의 비전인 ‘153 

월드미션‘ 비전에 127개국 신
학교 분교를 세우고, 미주지역 
최초의 익스텐션 캠퍼스를 세
울 예정이다.
설립자 강신권 박사는 “38

년 전 ‘물고기 153마리’를 통
한 환상을 보여주시며 153개 
지역에 히브리식 사고를 통한 
성경해석과 미션센터를 세우
는 일에 혼신에 힘을 다했다 ”
면서 ” 코헨대 설립 3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와 특별히 복음 
전파가 힘든 지역에 전념하겠
다”고 말했다.
학위수여식은 로날드 밴드

메이 총장의 개회기도 후 게
리코헨 박사가 히브리 21장 1
절을 본문으로 ‘Our Lord’s 

Guidance for Troubled 
Times’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피드몬드대의 윌리엄 
스틴지, 코헨대 로날드 밴더
메이 총장, 코헨대 이사장 미
쉘 강 박사, APU(American 
Premier University)의 알렉
스 파시니아 총장, 코헨대 동
아시아 총장 임복만 박사 등이 
학위를 수여했다.
이 밖에 송정의(코헨대 중

국) 졸업생이 성적우수상, 이
지연 박사가 공로상을, 서광석 
박사가 최고 논문상을 받았다. 
‘비전 153 월드미션’ 확장에 
특별 공로상으로 정관창 박사, 
김정희 박사, 이정화 박사가 
각각 수상했다. [김창호 기자]

코헨신학대학교(원) 30주년 학위 수여식

▲코헨 신학대학교 30주년 학위 수여자들이 단체사진 찍고 있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회장 이우호 목사)
는 5월 25일 (금) 오전 11시 사무실에서 캘
리포니아 법안 AB 2943에 대한 한인교계
의 입장과 6.25 한국 전쟁 68주년 기념예
배 및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 행사를 언제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기자회견
을 열었다.
남가주한인목사회(샘신 목사)와 아메리

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가 공동 개
최, 남가주목사회 운영분과위원장 엘리야 
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은 
목사회 부회장 조민아 목사의 기도와 남
가주목사회 회장 샘 신 목사가 입장을 발
표했다.
샘 목사는 “캘리포니아 법안 AB2943는 

성소수자들의 전환을 위한 목회자 또는 일
반인들이 상담사역이나 카운셀링, 세미나, 
보충자료, 판촉물 판매시 불법사업으로 간
주되어 사기죄로 고소되는 내용으로 법사
위원회에서 8대1대 그리고 하원총회에서 52
대 18로 통과되어 상원의 결정이 남았다”
고 말했다.
또한“이 법안은 성경책 판매와 교회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상담사역이나 카운셀러 
등이 사기 사업으로 간주되어 처벌 되므로 
성경적 가족관과 결혼관에 관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 불법사업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안제정으로 
소수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다수 
기독인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
법이므로 이 법안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남가주 한인교계의 기도를 요청했다.
샘 목사는 “68회 한국전쟁 기념행사에서 

차세대들에게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교육과 

미국과 우방 16 개국의 영사관 초청, 참전
용사초청, 한국에 근무했던 병사들을 초청
하여 한국참전에 관한 감사함을 전하는 행
사가 6월 24일(주일)에 500 여명의 참석규모
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3일(토)에
는 영화 국제시장으로 잘 알려진 흥남철수 
작전시 피난민들이 타고 나온 배에서 120명 
VIP 초청 규모의 특별초청행사가 있다. 특
별히 2 세 한인 약 100 여명이 참석하는데,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관하여 기도를 부탁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호 회장은 “세상이 하도 요란스러워 

모든 성도들이 피하는 동안 세상은 마귀들
의 놀이터가 되었고, 그들은 우리가 그리
스도인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
는 지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동성애와 결
혼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주권에 관
하여 직접적으로 도전하게 함으로 바벨탑
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연상하게 하는 작금
의 시대에, 믿는 자들이 이러한 세상이 되
도록 방관한 죄를 지금부터라도 회개 해야 
한다. 또한 교회가 세상 정치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이 기뻐하는 성도들을 지도자로 선출하며, 
하나님 주신 세상을 지키며 보존하며, 하나
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아가는 충성봉사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여야 할 것이
다”고 말했다.
이날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을 방문한 한

국 경기도 북부지역 군장병 사역을 하고 있
는 김용만 목사는 한국전쟁 기념행사를 위
해 후원금을 기부 했으며, 참석자들은 아메
리카한인연합재단이 제공한 오찬을 나누며 
기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성소수자 관련 
법안 입장 표명해

▲아메리카한인 연합 재단성소수자 관련 법안 입장 표명 사진

미주크리스천 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
사) 35주년 기념행사 및 크리스찬 문학 제
29집 출판 기념식이 6월 2일(토) 오전 10시 
로텍스호텔에서 열렸다.
1부 예배에는 김학청 이사의 사회로 진행 

되었고, 오봉환 선교사의 개회 기도에 이어 
이호민 목사(미주복음주의 장로회 회장)가 
이사야 53장 1절-3절을 본문으로 ‘조국’이란 
주제로 설교를 했다.
문학 특강 시간엔 ‘문학과 생활’이란 주

제로 시인 이창윤 씨가 강의를 했고, 시낭
송 순서에서 ‘파도여’(허철), ‘국경지대’(조

애영-대독), ‘어떤 할머니가’(김홍숙) 등이 
선보였다. 2부 시간엔 정지윤 회장의 인사
말, 김문희 고문의 연혁 소개, 방동섭 목사
의 축사가 이어졌고, 김재율 목사의 격려사, 
안경라 재미시인협회장의 축사, 평론가 최
선호 목사의 등단 서평이 있었다.
3부 음악회에서 김숙영 교수의 ‘축

하 송’과 김상욱, 김숙영 교수의 2중창
이 큰 박수를 받았고, 참석자들은 ‘나의 
살던 고향’을 합창하며 행사를 마쳤다. 
[김창호 기자]

크리스천문학 29집 출판기념회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제38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6월 2일(토) 오
전 10시 가나안교회(담임 이철 목사)에서 열
렸다.
박충기 학생처장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에

서 김동현 목사(KPCA LA 노회장)가 기도했
으며, 김동원 목사(서노회장)가 성경봉독, 박
동진 학우가 특송을 했다. 이어 황천영 목사(
전총회장)가 ‘가장 중요한 것(마 6:3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철 목사가 축도했다.
구경모 교무처장 사회로 열린 학위수여식은 

학사보고, 학위증서수여, 시상, 격려사, 기념품 
증정, 감사패 증정 순으로 진행을 했다.

이상명 총장은 “졸업생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본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선
지 생도들이다”이라며 “졸업생들은 모교인 미
주장신대와 그들이 속할 교단과 하나님의 나
라를 빛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해
서 성장하길 소망한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총
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충만하기 바란
다”고 말했다. 
다음은 미주장신대 학위수여자 명단이

다. *B.Th. 김쥬디, 김태리, 박은진, 차철환  
*M.Div. 강미영, 김선광, 박순겸, 박은복, 변정
민, 유영민, 이귀희, 이영근, 이우승, 이윤숙, 이
은애, 전제성, 진상석, 최경진, 황다니엘

미주장신대학교 38회 학위수여식
하나님의 나라를 빛낼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길..

▲ 미주장신대학교 38회 학위 수여자들의 사진

서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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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대학교 및 신학교(총장 윌리엄 카
티프 박사) 2018 학위수여식이 5월 12일(토) 
오전 9시 미중부 인디애나주 위노나레이크
에 위치한 본교 매나한 오토패딕 캐피털 센
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을 통해 그레이스대학교에

서 석사 118명, 학사 356명, 준학사 21명과 
그레이스신학교에서 박사 14명, 석사 15명 
등 총 524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다음은 학위를 받은 한인 12명의 명단이

다. ▲문화교류학 박사: 박준호 기자, 허귀암 

목사, 안승희 선교사, 한종숙 선교사, 정승범 
목사, 정원일  목사, 김익만 목사, 김정태 목
사, 고신남 선교사, 손일 선교사
▲목회학박사: 김석진 목사, 박현규 목사
1937년에 설립된 그레이스대학교와 신학교

는 신학 석사, 인문 석사, 신학 박사, 신학 
및 성서학 분야에서의 비 학위 프로그램 등
이 있으며, 원격 교육 코스로 석사나 자격증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난 2010년에는 김상
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가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소망소사이어티(대표 유분자 이사장)는 5
월 24일(목) 4차 아프리카 차드 비젼 트립
을 위한 파송예배를 열었다.
5월 28일(월) 부터 10 일간의 일정으로 진

행되는 4차 아프리카 차드 비젼 트립에는 
총 7명의 참석하며, 뉴욕 참가자인 김민영 
간호사를 제외한 6명 참석자들이 파송하는 
예배에 참석했다. 박선호 목사가(늘 푸른교
회) 대표로 기도를 하고, 고승희 목사(아름
다운 교회)가 ‘룻의 결심’이란 제목의 설교
를 했고, 마지막으로 백장용 목사(라팔마한
인연합감리교회)가 축복기도를 했다.
단장 정영길 목사는 차드 자역 및 일정에 

대한 소개를 한 후 유분자 이사장이 참가

자들을 각각 소개 했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참석한 
모든 이들이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비전 트
립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차드를 위해 같이 기도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

으로 우물을 포함하여, 차드에서 필요한 물
품인 쌀 150 포, 티셔츠 300 벌, 랩탑 3 대, 
설탕, 선글라스, 의약품 등을 전달하게 되었
다. 특별히 올해 차드 지부의 역점사업인 가
정 결연 사업의 결연자들은 결연 가정들을 
위해 특별 메시지 영상을 만들어 가져간다. 
[김창호 기자]

그레이스대학교 및 신학교 학위수여식
박준호 기자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취득

소망소사이어티 단기선교 파송예배
아프리카 차드비전 트립 7명 파송해 

▲그레이스 대학교 및 신학교에서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단체사진

▲소망 소사이어티 단기 선교 파송 예배 단체 예배

필라안디옥교회(호성기 담임목사 시무)는 
5월 20일(주일) 오전 11시 OICC예배(One in 
Christ Church, 가족예배)에서  2018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열었다. 총 24개의 선교팀 
(국내 및 해외선교 14개 팀, Here and Now 
10개 팀)에서 457명이 선교에 동참한 가운
데, 모든 성도들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후,  24개의 선교팀은 출정식을 위해 무대 위
로 입장했다.
입장 후에는 선교팀 대표인 박장준 집사의 

선서와 함께 단기선교 부장이 유언장을 호성
기 담임목사에게 전달하는 예식을 진행함으
로 모든 선교팀들이 선교에 임하는 각오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였다. 호성기 담임 
목사의 파송 기도 후, 안디옥교회 모든 다민
족 성도들은 함께 각자의 언어로 파송의 노
래를 부르며, 선교팀들을 파송했다.

선교지로 가는 457명과 선교에 직접 동참
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후원 하기로 결단한 
143명명 등, 총 600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 열매맺는 선교가 되기를 
기도하며 다짐했다.
필라 안디옥 교회의 24개 선교팀이 파송되

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과테말라 꼬반, 과테말라 케찰 테낭고, 멕

시코 유카탄 VBS, 멕시코 유카탄 의료, 멕시
코 Oaxaca, 멕시코 Gurrero, 웨일즈 VBS, 
웨일즈 Youth, 아리조나 나바호, 인도네시아, 
폴란드&이스라엘, 프레즈노 몽족, 한국 대구 
영어 VBS, 한국 평택대, 뉴저지 하이티, 필
라 도심선교, 그웨니 너싱, 요크 너싱, 샌디
힐, 히스패닉, 어퍼다비, 한국학교, 평생시니
어선교대학, PGM 세계전문인선교대회

▲필라안디옥교회 2018년 단기선교 파송예배현장의 모습

필라안디옥교회 단기선교 파송식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시편 
34:4)”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5월 중순 아내가 갑자기 우측 하복부가 아

프다며 아무래도 맹장염인 것 같다고 하여 
1차 병원에서 검진 후 2차 병원에 가서 맹
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맹장이 터
지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병원인데 모든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던 지요! 지금은 집에서 쉬며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도와주
었고, 저도 간단한 도우미로 모처럼 여유 시
간을 가져봅니다.
▶ 영화 상영-2월과 4월에는 멀리 미국 애

리조나 주 아래의 San Luis 교도소에서도 
영화 상영을 하였는데 멀었지만 너무나 기
뻤습니다. 금년에도 20회 이상의 영화 상영
을 하였고, 곧 전체 600회의 영화 상영을 목
전에 두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 정말 좋은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다.
▶ 안경 사역-Irvine 베델교회 안경선교

팀이 수년째 매년 여러 차례씩 멕시코에 와
서 여러 교도소들과 가난한 마을의 교회를 
방문하여 시력 검사와 안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 여름 사역 준비-매년 여름철에는 세 가

지 사역 즉 1) 단기선교팀 맞이
기도 제목-안경 선교팀 등 계속 이어지는 

여러 다양한 팀들의 방문에 감사. ¶ 티화나
의 옛 청계천 같은 지역에 건축된 교회가 구
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
여름 사역- 1) 단기선교팀 맞이 2) 달동네 

미니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 교복 구입 3) 
청소년 Summer Camp의 재정도 확보되고,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소서. 영화 상영 / 
교도소 방문 / 달동네 &청계천 사역 등 여
러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지속적으로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달동네 아이들을 대상
으로 어린이 합창단 조직을 원합니다. 잘 지

도해 줄 지휘자와 반주자가 연결되게 하소
서. 의료 선교팀의 방문이 이어지고 정착되
게 하소서.  아픈 사람들(제 아내 / 박사무
엘 목사의 부인 / 친구 L 목사)이 속히 회
복되게 하소서. 
선교비 송금은
직접 선교팀으로 멕시코를 방문하여 주시

거나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선교비를 보내주
시는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러한 귀한 선교비는 멕시코 선교의 다양한 
부분에서 너무나 소중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실 경
우에는 다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1) Check로 송금하실 경우- Check에 

“Jesus Mexico”라고 쓰신 후 Rev. JaeMin 
Choi / 20501 Anza Ave. #23 / Torrance, 
CA 90503 U.S.A. 로 보내시면 됩니다.
2) 은행에서 직접 보내실 경우- Bank of 

America / Account Name : Jesus Mex-
ico / Account No. : 03534-33741로 보내시
면 되겠습니다. 혹 Jesus Mexico 수표 사본
이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
금하신 후 꼭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와의 통화는 1-213-675-7575(미국/멕시코 
공용)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카톡도 됩니
다. 멕시코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만 펜을 놓습니다.
2018년 5월 하순 
멕시코 최재민 선교사 드림

최재민 선교사의 멕시코 선교 소식(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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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CTS 뉴욕방송은 한국의 대표 기독교방송사인 CTS기독교TV의 뉴욕지사로 지난 2007년 설립되어
미주 전지역과 한국으로 선교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전한 장소에서 뉴욕 한인교회와 이민 사회의 결집력을 모으는데 

중심이 되어 미주한인교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209-35 Northern Blvd. #205 Bayside NY 11361 | 718.225.0104 | www.ctsnyc.tv

'섬김과 나눔'의 사명으로 영상선교방송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CTS 뉴욕방송이 
새로운 장소에서 뉴욕 한인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민사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 

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회장 
김주원 지휘 신다영 반주 곽예
인) 28명이 7월 11일부터 25일까
지 미동부 찬양집회를 진행한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학
생들로 구성된 찬양단은 1998년 
창단, 지도 교역자의 참석 하에 
매주 정기예배와 일대일 양육을 
통해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공
동체이다. 매년 여름방학에는 해

외 사역을, 겨울 방학에는 수도권
의 작은 교회를 방문해 찬양사역
을 펼쳐왔으며, 지금까지 방문한 
국가는 중국, 홍콩, 미국(5회), 일
본(2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아르헨티나, 브라
질, 인도 등이다. 
찬양단은 모든 사역을 자비로 

감당하며, 공연과 집회에서 오직 
찬양곡만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음악적 수준 향상을 위해 
1999년부터 양재동 횃불회관, 영
락교회 베다니홀, 명성교회 월드
글로리아센터, 온누리교회 횃불
회관, 광림교회 장천홀 등의 무대
에서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뉴욕기독교방송, 기독뉴스, 씨

존이 후원하는 이번 집회에 프
로그램은 합창, 남성/여성 중창, 
율동, 솔로 등 다양한 레파토리

로 구성되며, 시간은 교회나 집회 
성격에 맞게 조정 가능하다. 특히 
단원들의 자비로 진행하는 선교
활동이기에 기간 중에 차량과 교
회나 민박 등의 숙소 후원을 구하
고 있다. 신청 및 후원 문의: 뉴
욕기독교방송 (718)414-4848
현재까지 확정된 찬양 일정은 

다음과 같다.  7월 11일(수) 뉴
저지소망교회, 13일(금) 뉴저지그

레이스베델한인연합교회, 14일(
토) 한국요양원, 15일(주일) 뉴욕
참사랑교회(주일), 16일(월)  맨
하탄 거리찬양 (타임스퀘어와 센
츄럴파크) 18일(수) 뉴욕효신장
로교회 20일(금) 뉴욕그레잇넥교
회 22일(주일) 뉴욕충신교회/ 오
후 콜롬비아대학 CMC교회(오후 
3시) 23일 워싱턴 링컨 기념관 
찬양

서울대 찬양선교단 미동부 순회공연
7월 11~25일 뉴욕, 뉴저지 및 미동부 지역

김주원 회장 “하나님의 은혜와...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할 터”



16 제46호  /  2018년 6월 9일전면광고



17NO. 46 / June 9, 2018 전면광고



18 제46호  /  2018년 6월 9일전면광고전면광고



19NO. 46 / June 9, 2018 전면광고



20 제46호  /  2018년 6월 9일전면광고



21NO. 46 / June 9, 2018 전면광고



22 제46호  /  2018년 6월 9일전면광고



23NO. 46 / June 9, 2018

마라내츄럴은 뉴욕기독교방송 CBSN을 후원합니다

“골밀도측정
무료로

해드립니다.”

예약문의

917-291-3800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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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된 곱사등을 치유받은 성악가

하나님의
기적!

백기현 교수의

제 9차 미국집회 

집회 요청 및 문의

뉴욕기독교방송 718-414-4848

kidoknewsny@gmail.com

백기현 교수

학력: 서울 음대 및 동 대학원 졸업
          비엔나국립음대수학, 이탈리아
          아르츠 아카데미 수학.
수상: 국무 총리상,충청남도 문화상, 화관문화훈장
현재: 대전중앙감리교회 권사.
          공주 대학 음악교육과 교수.
          성곡 오페라 단장.
           오페라 이순신 제작자

국립 공주대학교 음악과 백기현 교수( 1951년생)는 55년간 굽었던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살아 온 가운데 열등가을 감추기 위하여 시작한 오페라 이순신 제작공연으로 

생긴 많은 부채를 해결할 수 없어 죽음을 선택했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굽었던 등이 펴지는 은혜를 입었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증거하는 백기현 교수의 간증집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11일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특송

6.26(화)-7.24(화)까지 뉴저지, 뉴욕지역 순회집회

일 정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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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면서

우여 곡절 끝에 미국의 트럼프 대
통령과 북한의 김 정은 위원장이 6
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 회담을 
열기로 합의를 보고 그 사실을 발
표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시간으로는 

11일 오후 9시가 되고 서부 시간 으
로는 오후 6시가 될 것으로 전망 된
다. 지난 4월 27일 한국 판문점에서 
남북 간의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판
문점 선언을 발표 한지 한 달 반 만
이다 그동안 한국의 문 재인 대통
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두 차
례 방문을 하고 미국의 폼페이오 국
무장관이 북한 김 정은 위원장을 두 
번이나 방문을 하고 어느정도  회담 
진전이 있었다고 기대 했는데 도중
에 북한의 언행에 심사가 틀린 미국
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회
담 취소를 발표하고 냉각기가 계속 
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몇 차례 의견 조율 끝에 다

시 회담이 열리기로 합의를 보고 여
기 까지왔다 그 동안 가슴을 조리면

서 밤잠을 설친 사람들이  참 많았
을 것이다. 개중에는  북녘 땅에 가
족들을 두고 내려온 이산 가족 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대부분
팔순을 넘긴 고령 들이다 이 때나 

저 때나 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의 얼
굴이라고 헌 번 보고 죽었으면 하는 
한을 품고 살았는데 회담이 깨졌다
고 하니 얼마나 실망 했겠는가?
그러다가 이번에 회담이 재개 될 

것 이라고 하니 또 한 번 가슴울 쓸
어 내리면서 조마 조마한 마음으로 
밤 잠을 설치고 있을게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휴전 중에 있는 현 단계를 
종전으로 선포하고 북한은 미국으로 
부터 체재를 보장 받는 것으로 가닥
이 잡혀 가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북한이 세계각국 으로 부터 
받고 있는 제재에서 벗어 날 수 있
고 경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물론 회담은 상
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
어 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그런 기본 단

계에서 진행 되기를 바라고 기도 해
야 될것이다.
특별히 기독교인으로 이 번 회담

을 위해 어떻게 기도 하면  좋을까
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우선
은 역사를 주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
나님 손길에 올려 드리면서 기도 해
야겠다. 특별히 금년은 우리 대한민
국이 건국 된지 7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가 아닌가? 개중에는 대한민
국이 건국 된 것이 상해 임시정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
가 1919년에 세워 졌기 때문에 내년
이 100주년이 된다고 주장 하는 사
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한 
국가가 조성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
로 국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
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948년 8월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
아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금년이 건
국 70 주년이 되는 해가 된다. 
성경에서 70년 이란 숫자에는 깊

은 의미가 내포 되어 있다 바로 유
다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70년 만에 바사 나라의 고레
스왕의 도움으로 해방을 얻게 되고 
고향으로 귀향 할 수 있는 길이 열
리게 되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북녘땅에 있

는 동포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을 통해 일인 독재 사슬에서 해방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 해
야 되겠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고레스 왕 같은 역할을 해 주
기를 위해 기도하자 인류 역사를 보
면 어제의 원수들이 오늘의 친구가 
된 경우가 참 많다. 실례를 들면 독
일과 미국은 2차 대전 때는 서로 원
수가 되어 총부리를 겨누면서 싸우
던 원수들 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
방국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국 전쟁 때는 

미국과 중국이 그런 관계였다. 그러
나 지금은 서로 교류가 이루어 자고 
있다 월남전 때는 월맹과 미국은 완
전한 적대 국가 였다 그러나 지금
은 달라졌다. 북한과 미국은 지금까
지 완전한 적대 국가로 지내고 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을 통해 적대 관

계가 청산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길이 열릴것 같고  점차적 
으로 종교의 자유도 주어 질것 같다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때
가 올 것을 소망 하며 기도 해야 될
것 같다. 역사를 주관 하시는 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이 
기간에 기도의 줄을 놓지지 말고 단
단히 붙잡고 엎드려 보자.
우리가 알지 못 하고 있는 놀라운 

일을 보여 주실 것이다 시간이 임박 
하기 때문에 더 경성 해야 할 때가 
된것 같다 많이

송정명 목사
월드미션 대학교 총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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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시절, 공군으로, 직업
군인이셨던 아버지 덕분에 비행장 
부근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였
지만 비행기 정비소 이마에 간판 대
신 적혀있던, “닦고, 조이고, 기름치
자” 라고 가로로 쓰여 있던 큼직한 
표어가 인상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 정비소 앞을 지

나치는데 아버지께서 눈을 맞추시
며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거야. 그럴수
록 비행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도 저렇게 닦고, 조이고 기름 치면
서 살아 내야 한단다.”
그날따라 아버지의 어깨가 무척 

무거워보였고, 지쳐보였습니다. 아
버지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군인의 딸은 얼른커서, 아버지를 기
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
다. 이제는 고인이 되셔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신 아버지, 
유월이면 더욱 더 그립습니다. 
6월은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세

상의 아버지들을 생각하게 하는 달

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최근 학계는 물론이고 사
회가 ‘아버지’ 또는 ‘아버지다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자존
감이나 사회성에 끼치는 아주 특별
한 영향이 바로 아버지에게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심리학자 빌러

(Henry B. Biller) 박사는 아버지와
의 관계 경험은 자녀들의 주도성과 
공감 능력은 물론, 신체건강과 정서 
안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
지가 자녀의 양육에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교감을 나누는가가 
자녀의 인성발달에 직접 관련이 있
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는 능
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험난한 세상
에서 온전히 자신을 지켜낼 수 있

는 자존감은 물론, 스트레스를 견뎌
내는 힘이나 자신을 통제하는 특별
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
는 힘의 근원은 아버지라는 존재로
부터 얻는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
니다. 신앙의 힘도 아버지에게서 나
옵니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으로 성
공했거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여성
들의 공통점은 아버지와의 높은 친
밀감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은 

정도의 차이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아버지로 산다는 것, 아
버지의 역할은 시대를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부양하

는 가장의 책무는 여전하면서 이제
는 자녀의 양육까지 분담해야 하는 
아버지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
니다. 그러나 요즘시대 젊은 아버지
들에게 요구되는 자녀 양육은, 단순
히 아버지 역할이 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성애
를 가진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슴 벅찬 감동과 기쁨을 아
버지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

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한 면을 스
스로 깨닫고, 도움이 되는 기본 원
칙들을 삶에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60대 전후의 아버지들은 그 
어떤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에 대한 
롤 모델을 보면서 자랐다고 할 수 
없는 시대를 통과한 세대들입니다.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그들의 아버
지가 그랬던 것처럼, 대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가
족에 대한 사랑으로 여기고, 힘들다, 
어렵다, 한마디 못하고, 성실히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살아 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겹고, 버거
운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지나면

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일정기간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오
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식

에 대한 사랑을 잔소리나 공격으로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
도,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
게 되는 것은 결혼해서 스스로 자식
을 품에 안고, 키워보는 체험을 해
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고, 특
히 자녀의 인생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믿고 인생을 걸어온 아내

와 자신의 능력에 생사가 걸린 자녀
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두려
움에 휩싸였던 시간들도 많았을 터
인데 꿋꿋이 자리를 지켜낸, 지금 
여기까지 잘 버텨온 세상의 모든 아
버지들을 응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효숙 교수
가정사역자/목회상담학박사

아버지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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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집안에 일이 생겨 급
히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집
안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
목사님을 만났다. 같은 교회에서 어
린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인데 나보
다 먼저 목사가 된 친구다. 
간간히 한국 방문을 할 때에도 만

났지만 이날은 그 친구가 차를 몰
고 내가 묵고 있는 숙소로 찾아와 
함께 차를 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
었다. 그런데 앞에 차가 좀 느리게 
가는 것을 못 참고 빵빵 크락션을 
눌러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쌍욕
을 퍼붓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
아도 차를 좀 험하게 몬다 싶은 생
각도 들었고 추월하지 않아도 될 차
선을 몇 번이고 차선을 바꾸면서 속
도를 내는 친구의 운전에 좀 긴장하
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앞차에다 대
고 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친

구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
다. 말도 얌전히 하고 남앞에 잘 나
서지 않는 성격에 온순하기 짝이 

없는 친구라고 늘 여겨왔는데 그
날 차안에서의 친구의 폭언은 도
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하지
만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속에서 
지난날 나의 운전 중 언행을 생각
해 보았다.
나 역시 운전 중 자주 손가락질을 

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한적이 한두
번이 아니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 평소
에는 얌전하고 목사다움이 묻어나
는 사람들이 차안에서 핸들만 잡으
면 다른 사람이 되듯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까, 여기에 인간에 죄성이 
그대로 들어난다고 보여진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나 교회, 또는 차 안에 있으면 그 
건물이나 차를 자신과 동일시 한다
는 사실이다. 인간은 자기보다 크고 
힘이 있는 자동차를 조종하는 것으
로 마치 자신이 강해졌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차안에서는 마치 자신이 차의 두꺼
운 철판 외장에게 보호받는 공간에 

있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의식된 언
행이 무너지기가 쉽다는 심리적 작
용을 한다는 것이다. 집이 크다거
나 큰 교회나 큰 회사에서 근무하
면 마치 자기가 그렇게 큰 존재라는
사물과 동일시되는 심리가 작용

되면서 보이지 않는 교만이 마음 속
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더욱이 청소년
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인기 스타의 
흉내를 내고 행동이나 머리모양, 옷 
스타일을 따라 한다거나 함께 사진
을 찍어서 자신과 그 인기 스타와 
동일시하는 이유가 성인이 되어서
도 이 동일시 하는 현상이 자기가 
조종하는 차와 동일시하면서 잠재
되어 있던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
정을 여지없이 표출하는 우를 범한
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죄된 성품을 가지고 늘 

고민을 하였다. 특히 새벽기도를 가
는 날마다 스톱 사인을 안지키고 달
리는 차를 본다거나, 내 차를 추월
하는 차라든가, 나를 향해 욕하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욱하면서 반응

했던 것을 가지고 늘 고민을 하였
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도대체 예
수를 믿은지 수십년이 되었고, 목사
가 된지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운
전 중 핸들만 잡으면 내 못된 성품
이 나올까, 고민고민하다 얻은 답!
차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었다. 내 차의 주인은 예수님이셨
고 내 차 안에는 늘 내 옆에 예수
님이 타고 계신다는 믿음이 심어지
면서 나는 욱 할 때마다 “주님 죄
송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이 못된 
성품이....”
이렇게 몇년을 지내다보니 이제

는 차안에서의 나의 언행과 일상생
활 속에 언행이 나도 모르게 같아졌
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만일 
이런 훈련이 더디다면 욱하는 차안
에서의 언행이 나올 때 무조건 창
문을 열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차의 
창문을 열게 되면 바깥세계와의 경
계가 약해지면서 자동차라는 방어
벽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내 욕하는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
려질까 신경이 쓰이면서 본연의 내 

의식 세계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
이 체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
리는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 특히 집안에서, 그리고 아무
도 없는 교회 목양실에서, 또 자동
차 안에서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공격받게 될 것이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딤전4:8)

운전 중 변하는 성격

한준희 목사
뉴욕성원장로교회 담임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인생기술 

-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 권 책으로 담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

- 칠순/팔순 잔치에서 평범한 선물이 아닌 

   내 인생스토리가 담긴 책을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 

- 삶에서 체험한 신앙간증을 책으로 남겨 널리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 부모님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해드리고 싶은 효자효녀분들

   문의를 기쁘게 기다리겠습니다. :) 

 [ 자비출판도서 ]

기독뉴스 출판사업팀
문의.718.414.4848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자서전 한 권으로, 
소중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책 쓰실 자신이 없으시다구요?

 걱정마세요! 

진솔한 인터뷰 후에 
집필, 디자인, 인쇄, 출판까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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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캐나다 어느 도시의 세미나 참
석 할때의 일이다. 강의를 마치고 상담을 하
는데 30중반의 부인과 상담을 6살,4살, 2살 
모두 자폐아 라는 것이다. 가정에 한 아이
만 자폐아이여도 힘든데 세아이가 모두 자
폐아 이라니…
요즘들어 부쩍 장애아들이 증가했다. 통계

를 보면 한국의 경우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데 왜 장애아 출산이 증가 할까? 
결혼연령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장애아증

가는 크게 우려할만 하다. 이는 장애아 가정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
기도 하다.
장애는 지적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소아

당뇨, 심한 알러지,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장루요
루,뇌전증등 태어날때부터 혹은 성장기에 나
타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수 있을까?
생명체는 DNA복제와 세포분열로 시작된

다. DNA복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DNA
복제가 정상적으로 복제가 되지 않고 변이가 
일어나면 장애를 가질 가능성 높아진다. 신
생아의 세포수는 약 2조정도 된다.  인간의 
유전자는 단백질 코딩기준으로 19,950개라 한
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유전자들이 복제와 
복제를 거듭할때 과연 정상적 복제가 얼마
나 이루워 질까? 복제가 그냥 이루워 질까?

DNA가 복제될때 정상적 정보전달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calcium이다. 칼슘이 
부족할때는 정상적 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즉 변이가 일어날수 있다는 것이다.
임신을 하면 칼슘의 요구량은 배로 많아진

다. 즉 평상시 섭취하는 칼슘요구량이 800mg
이라면 임신시에는 1600mg이상이 요구된다. 
임신부가 100% 칼슘을 흡수하여 사용한다
는 가정하에…
신생아 몸무게가 4kgs이라면 뼈무게는 약

800g이며 이중 순수 칼슘으로는 약 80g정
도이다.
임신부가 임신기간 270일동안 복용한 칼슘

의 량은  432g. 임신부 자신이 소모한 칼슘
을 절반으로 본다면 태아가 소모한 칼슘은 
216g이다. 이중 뼈에서 사용한 칼슘량 80g을 
빼면 136g이 수정시부터 출산시까지 사용한 
칼슘량인것이다. 즉 태아는 세포분열과 대사
를 위해 하루 평균 503mg의 칼슘을 소비한
것이다. 이보다 작은량을 공급할 경우 태아
는 DNA복제, 세포분열, 대사에서 문제가 발
생할수 있다는 것이다. 임신중  이런 기간이 
장기간 지속 될때 장애아 출산 또는 성장기
에 장애를 가질수 있다는 것이다. 임신전 임
신중 제대로 역활을 하는 칼슘 보충은 건강
한 아이 출생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 /규 /헌 /칼 /럼

칼슘 그리고 임산부와 태아건강

이규헌 박사  
칼슘-뼈 건강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6월 10일 경배와 찬양곡  
E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E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E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첫 두 곡은 빠르지 않고 편안하게 부르시면 됩니
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구주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는 그 분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곡은 경쾌하게 
부르시되 외로울 때에도 내 친구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문석진 목사
뉴욕평화교회 찬양목사

뉴욕찬양마을 대표

6월 10일 주일
경배와 찬양곡

찬/양/클/리/닉/칼/럼

노/승/환/칼/럼

우리가 두 번도 생각지 않고 사용하는 말
들의 어원들을 살펴보면 재미도 있고 새로
운 깨달음들도 있습니다. ‘얼굴’은 ‘정신’ 혹
은 ‘영혼’을 뜻하는 ‘얼’이 들고나는 ‘굴’이
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이면 자신의 얼
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도 있는 가 봅
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정신을 가지
고 살았는가가 얼굴에 묻어난다는 거지요.
‘어리석다’는 말의 유래를 누구는 ‘어리다’, 

‘어린아이-스럽다’에서 찾기도 하지만 또 누
구는 ‘얼이 썩은’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
다. 둘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느 소설을 읽다 ‘불쌍하다’는 말의 어원

이 ‘不雙’ (아닐 부, 쌍 쌍)에서 나왔음을 알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쌍한 상태를 
“불쌍하기가 ‘짝이 없다’”고 표현했다고 하
네요. ‘불쌍하다’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가
엽다’는 말도 ‘가’는 ‘계집’, ‘가시내’ (그래서 
가시어머니는 아내의 어머니를 뜻함)를 의
미하기에 ‘아내’가 없는, ‘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어떤 분들은 ‘不祥’ (아닐 부, 

상서로울 상), 즉 좋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만 ‘쌍’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불쌍한’ 것이라는 말이 어쩐지 저에
게는 더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아마도 성경
구절 한 구절이 그 순간 떠올라서 그랬을 겁
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
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
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2:18)” 짝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것, 즉 ‘악한’ 
것이 됩니다.
아직 시집 장가가지 못한 노처녀, 노총각

들이 이 글을 읽으시면 상처가 되고도 남을 
만한 말들을 제가 적고 있음을 잘 알고 있
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령님과 ‘짝’하지 못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없이 ‘솔로’같
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불쌍함’에 대해 말
하고 싶어 이렇게 장황하게 말의 어원들에 
대해 적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배필’이란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돕는 배
필’이 있음에도 간혹 우리는 ‘홀로서기’를 시
도합니다. 그야말로 ‘불쌍’을 자초하는 ‘얼이 
썩은’ 짓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능하신 우리의 배필 

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은 건
강합니다. 그럴 때야 드디어 우리는 참 그리
스도인다워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한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지냅니다. 반
대로 다른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잘 나누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한 비결인 것도 사실입니
다. 순모임, 각 선교회 모임 등에 적극 참여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좋은 짝이 되고 다른 성

도들과도 복된 짝을 이루는 상태를 성경에
서는 ‘샬롬’이라 하는 겁니다.
‘샬롬’이 깨지면 참 불쌍한 겁니다. 그것 

참 가엽고 불쌍하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노승환 목사
토론토 밀알교회 담임

불쌍하기 짝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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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동북부 한인연합감리교회(KUMC)

   목회자 여름 가족수양회
. 주제: 목회와 게슈탈트 영성
. 강사: 황헌영 박사 (현 서울신학대학 

상담학 교수, 전시카고 남부연합감리교회 담임)
. 일시: 2018년 7월 16일(월)~19일(목) 3박 4일
. 장소: 메릴랜드 하늘비전교회

 (장재웅목사 시무)
. 숙소: 더블츄리 호텔

|  제 12회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 일시: 2018년 6월 30일(토) 오후 7시 30분

. 장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 출연: 소나타다끼에자와 오보에 이정석외 

|  김학진 목사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 일시: 6월 17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뉴욕장로교회(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 문의: 718-706-0100

|  생명의 성령의 법 특별세미나
. 일시: 6월 12일(화 10시)~15일(금 12시)
. 장소: 주예수사랑교회
. 등록비: 무료, 중식제공(반드시 전화접수하셔

야 참석가능)
. 문의 및 접수: 551) 655-4224, 917) 734-1026, 

310) 408-1858
. 주관: 미주 목회자와 천국제자들(천.제.모)

|  뉴욕농아인교회 창립 10주년 일일찻집
. 일시: 6월 23일(토) 오전 11시-오후 7시
. 장소: 뉴욕농아인교회(143-11 Willets Point 

Blvd, Flushing, NY 11357)
. 티켓: $20
. 구입문의: 917-991-0703

오피니언

www.CBSnewyork.net
CBSN(앱) 

문의 718-414-4848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기분을 좋게 하
는 뉴스를 듣거나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가 있다. 필자 역시 본인이 여성으로 우
리 여성들의 자존심을 높이고 기분을 앙
양시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최근 한국의 뉴스를 들으면
서 느낀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 작년
에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여성장관들
이 내각의 30%를 찾이한다는 기사를 읽
었다. 텔레비젼 뉴스에서 대통령이 남녀 
보좌관들과 각자 커피를 들고 청와대 정
원을 걸으면서 무엇인가 말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다.   
어느 기관의 모임에서나 늘 볼 수있는 

당연한 모습인데도 그날 아침의 그 모습
은 저에게신기하고도 신선하게 보였다. 
아마 다른 분들고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
다. 그 뉴스 후 새 장관들의 이름이 계속 
불려지면서 옛날 보다 여성장관들이 많
다고 생각했다. 이전에는 여성들에게는 
한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직책에
도 임명되는 것을 보았다. 그중의 한 곳
은 외무장관으로 유엔에서 사무총장 바
로 밑에서 능력을 보증 받았던 강경화장
관이었고 또 한 분 여성은 원호처장이었
다. 그 직은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남성
들의 차지였다. 이번에는 여성장관이 임
명되었다. 강경화 외무장관이 모교인 여
화여자대학교에 강연하러 갔는데 폭팔적
인 인기를 받는 것을 보며 웃음이 나왔
다. 아 저분의 인기는 유명한 배우들보
다도 더하구나 라고 혼자서 생각하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다. 아마 남자들만의 자
리였다고 생각해왔던 직책에 여성이 장
관으로 임명되어 더욱 신선한 느낌을 갖
어서 그런 것같다. 강장관은 이미 유엔
에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외
교부장관으로 임명됬기 때문이다.
제가 바락 오바마 전직대통령이 백악

관에 있었을 때도 또 클린턴 대통령 재

직 때도 내각 구성인원에 여성들이 30%
이상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뿐아니라 대
통령이 클린턴, 아들부시, 오바마 대통령
으로 재직시 국무장관이 3대 내리 여성
들이었다. 언젠가 내각의 여성들의 분포 
숫자를 직접 체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한다. 최근 미국의 유명 대학교 총
장이나 학장에 여성들이 많다. 법학대학
원이나 의과대학에 여성학생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한다. 한국과 미국의 교계에
도 한인여성목회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 아직도 요원하지만 그래
도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남녀 모두 같
이 부르시고 일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
렇게 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세계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두

각을 나타내고 열심히 자신의 위치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만난다. 그러나 또 한 
곳에서는 과거 여성차별로 고생했던 모
습들과 아직도 남아있는 생활과 문화의 
흔적을 본다. 언젠가는 청산되어야할 문
제들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리될 것
이다. 세상이 새로운 다른 방향으로 빠
르게 변하고 흐르기 때문에 물길을 바꿀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유리천장이라는 단
어가 있다. 여성이 어떤 위치나 자리에 
도저히 도달할 수없는데 학력이나 선거 
등으로 도달했을 때를 “유리 천장을 됬었
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과거에는 도달
하기 어려웠던 사실들이 가능하게 된 것
을 보면서 희망을 본다. 그러기 위하여 
가능성있는 분들은 찾고 도와주어 그렇
게 될 수있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 먼저 공부하고 세월을 산 분들이 
할 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생

각과 장래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건전하
고 훌륭하고 유능한 분들이 많고 조금만 
손을 내어 잡아주면 그들이 바라던 목적
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청소년 
시절을 힘들게 지냈던 분이었다. 자기 생
일날 죽겠다고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은 
사람을 긴장시킨 분인데 그러나 대신 그 
분은 열심히 공부했다. 상담자가 그분에
게 이런말을 했다 나를 만날 때까지 죽
는 것을 좀 보류하세요. 고교졸업 검정
고시를 치루고 대학교에 가고 몇번의 실
패 끝에 대학원도 졸업했다. 도저히 가
능이 없어 보였던 그분은 이제는 공부도 
다 끝나고 시험도 치루고 한 분야의 책
임지는 여성으로 전문가가 되었다. 
지난 번에 어느 뉴스에서 강경화장관

의 인터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모습을 시청한 모두에게 자랑과 긍지
를 느끼게 했다. 그분의 당당한 모습과 
인품에서 전문성과 신실함, 사람의 마음
을 잡는 성실함을 느꼈다. 청취자들이 
마치 직접 그곳에서 그분을 만난 것같이 
생각되었다.  저는 다음에는 또 어떤 훌
륭한 여성이 우리들 앞에 두각을 나타낼
까 또 어느 가능성 있는 분이 인생의 무
대에 나설까 하는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
고 기다린다. 
따뜻한 한 마디의 말과 격려는 듣는 분

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고 언젠가 우리 
앞에 결과로 나타난다. 독자들의 자녀들
이나 배우자나 또는 할머니, 엄마들도 여
유의 시간이 있으면 공부나 자신의 계발
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최근 나이가 아
주 많으신 미국인 여성이 제2차 세계대
전 때문에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
는데 졸업장을 받았다. 최근 제 주위의 
여성목사님들 몇 분이 목회학 박사공부
를 시작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흘러 최근 졸업을 했다. 그들 목회자들
은 자신들이 연구한 모든 지식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더 잘 되게 하는데 쓰
여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
을 받을 것을 장담한다. 

정 /신 /건 /강 /칼 /럼

김금옥 목사
에버그린장로교회 담임

/정신신경과 전문의

여성의 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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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긴 하지만 난 외롭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겐 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대의 이름은,

선교회, 청장년부, 청년부, 교육부 그리고 em, cm, rm.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이여....

부르고 또 불러도 여전히 그리운 이들이여....

올해도 멈출 수 없는 긴 나의 여정에,

동반을 자청하고 나선 그대 있음에 나는 결코 고단치 않습니다.

어제 바자회가 끝났습니다.

어제가 오기 여러 날 전부터,

나의 손을 따듯하게 잡아 같이 춤을 추어 준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기도로 안아 울고 웃어 준

그대 있음에 나는 한 없이 행복합니다.

그대 같은 나의 친구가 또 어디 있으리오.

그대 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었고

그대 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대여,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대의 배웅 가운데 하나, 둘, 나의 먼 길을 떠나려 합니다.

나의 이름은, 그대의 섬김과 사랑을 듬뿍 받은

2018년 단기선교랍니다.

김 /성 /국 /칼 /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대의 이름은, 그리고 나의 이름은

오피니언

이/계/자/칼/럼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과 유치
원에 다니다 부모의 사역지를 따
라 뉴욕으로 와 공부하게 된 필자
의 두 아들은 초기에 뉴욕 생활에 
적응하면서 혼란스러워했던 부분
들이 있었다. 낯선 미국 땅에서 영
어로만 공부해야 하는 학교에 적
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웠겠지
만 한국에서 살 때 당연하게 여겨
졌던 생활 습관과 다른 상황에 맞
닥뜨리는 것 때문이었다. 그 가운
데 한 가지 - 재활용품 사용에 관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간 작은 

아들(A)이 학교에서 주는 점심(급
식)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간간이 
점심 도시락을 싸 주었다. 하루는 
1회용품같이 보이지만 한참은 더 
쓸 수 있는 그릇에 아이가 좋아
하는 음식을 담아 가방에 넣어주
면서 “A야, 점심 맛있게 먹고 이 
그릇은 다시 가져와야 해. 더 쓸 
수 있으니까. 알았지!” 학교 수업
이 끝날 즈음, A를 데리러 학교로 
향했다. 일과를 마치는 종이 울리
고 담임 교사를 따라 출입문 밖으
로 나온 A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
려와 닭 똥 같은 눈물을 주르륵 흘
리며 두 눈을 껌뻑거렸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달래주며 자초지종
을 물으니 아침에 엄마가 싸준 그
릇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했
고, 학교에 머무는 동안에는 할 수 
없이 그 감정을 꾹꾹 누르며 참았
는데 엄마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

르게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다. 
사연인 즉, 점심 시간에 카페테

리아(식당)에 가서 같은 반에 있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친구(B)’옆에
서 점심을 먹고 도시락을 주섬주
섬 챙겨 가방에 넣으려는 순간, B
가 “A! 그거 버려! 버려야 해!” 라
고 했단다. 하지만 A는 아침에 ‘
빈 도시락을 다시 챙겨오라’는 엄
마의 당부가 있었기에 B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가방에 넣으려 했
고, 그 때 B가 재빠르게 A의 손에 
들려 있던 도시락을 빼앗아 쓰레
기 통에 넣었다고 한다. 두 아이가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것을 본 런치 
에이드(카페테리아의 질서를 담당
하는 사람)는 다가와 무슨 일이냐
고 물었고, 영어를 못하는 A가 대
답을 하지 못하자 B는 “얘가 런치 
그릇을 버려야 하는데 안 버려서 
내가 대신 버렸다.” 고 말하였고, 
이야기를 들은 런치 에이드는 A에
게 일방적으로 야단을 쳤다고 한
다. 이쯤에서 끝났어도 소심한 성
격의 A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
을 텐데 교실로 돌아온 후, B는 카
페테리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담
임 교사에게 일렀고, 이야기를 들
은 담임 교사로부터 “그런 그릇은 
버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
어 한번 더 속이 상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

지만 - 미국과는 달리 여러 면에
서 부족한 것이 많은 나라다. 땅 
덩어리는 작고, 나무는 많지 않고, 

자동차는 많고, 그래서 공기가 좋
지 않은…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
게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
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
쳤었다. 하지만 뉴욕에 온 후, 가
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1회용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접하게 되었고, 
재활용해야 할 물병들이나 물건들
도-번거롭다는 이유로-하나의 쓰
레기 통에 같이 버려지는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다. 아이들 
또한 그랬을 것이다. 
평소 주일 예배 후에 이어지는 

친교시간을 비롯하여 시시때때로 
열리는 각종 행사들에 참석해 보
면 식사 순서가 있을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버
려지는 1회용품들과 재활용품(물
병)들, 접시에 담긴 채 버려지는 
음식들… 그뿐 아니다. 행사 분위
기를 돋우기 위해 실내를 꾸미다 
보니 사용하게 되는 1회용의 각종 
멋진(?) 장식물들…  “미국은 워
낙 땅이 넓어서 괜찮지 않을까요? 
무슨 대책이 있겠지요” “위생적인 
생활이 더 중요하니까 1회용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행사가 
있어도 나와서 일할 사람이 없는
데 손 쉽게 행사를 치르려면 1회
용품을 쓸 수 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재활용품에 쓰레기 
걱정까지 해요? 정부가 다 알아서 
해결할 일이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버
리자고 한마디라도 더 하려면 어

김없이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다. 
정말 미국은 1회용품 사용과 쓰

레기 폐기로부터 안전한 나라일
까? 전 세계에서 나오는 쓰레기
의 약 65%를 수입해 온 중국이 
올해부터 자국의 환경오염을 이유
로 하여 여러 나라로부터의 재활
용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고 했다. 중국으로 쓰레기를 수출
해 온 나라들마다 쓰레기 대란을 
겪어야 했다. 대한민국은 물론 미
국도 마찬가지였다. 처치 곤란한 
쓰레기를 잘(?) 수입해 주다가 전
면 금지를 선언한 중국만이 문제
일까? 
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인구

는 세계 총 인구의 5% 밖에 안 
되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전 세계 쓰레기의 25%를 차지하
고 있고,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
를 처리하는데 매년 1000억 달러
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또한 지금 세계 최대의 쓰레
기 배출국인 미국에 살면서 쓰레
기를 배출하고 있다. 미 환경보호
국(EPA)에 의하면, 2013년 미국은 
2억 5400만톤의 쓰레기를 배출했
으나 이중 35%인 8700 톤만 재활
용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다른 선
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
라고 한다. 
뉴욕 주는 2017년 2월 뉴욕시의 

일회용 비닐 및 종이 봉투를 장당 
5센트로 유료화하는 정 책을 추진
했으나 시행을 연기했었다. 그러나 

주 의회와 상원을 통과하면 내년 1
월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할 예정이
라고 한다.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
도 장을 보러 갈 때 헝겊이나 커다
란 비닐 가방을 준비하면 비닐 백
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며, 커피
와 음료수 컵, 그리고 빨대를 조금
씩 덜 사용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
면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어
렵지 않은 일일 것이다. “나 하나 
실천한다고 뭐 대단한 도움이 되
겠어?” 라는 생각 대신 “나 하나
라도 힘을 보태면 지금보다 더 나
은 환경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천지만물(세상)을 아름답게 만

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
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 하고 
보호할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우
린 잘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
소 불편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매
일의 생활 속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절제하고, 재
활용품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하

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쓰레기 처 리 걱
정 덜 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쾌
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
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1:31).” * 

그리스도인과 환경보호

이계자 사모
뉴욕가정사역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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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명/칼/럼

역사의 전환기마다 세대 간 갈등은 되풀
이되는 현상이다. 특히 그것이 첨예하게 일
어나는 곳이 이민공간이다. 이민역사가 존
속하는 한, 세대 간 갈등과 부조화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나 발생한다. 성
경의 예를 든다면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
세대, 그리고 가나안 정착 2세대가 그런 경
우다. 출애굽을 전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애굽에서 태어난 노
예로서 그곳을 탈출한 광야세대인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태어나 가나안 정복의 꿈
을 이룬 가나안 정착 1세대(혹은 출애굽 2
세대),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곳
의 농경문화가 주는 유복한 환경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개척세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가나안 정
착 2세대로 나뉜다. 그로부터 3,500년이라
는 장구한 시간은 흘렀지만 세대 간 격차
와 갈등 구조의 패턴은 여전하다.

여기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관점
의 변화다. 세대 간 갈등과 부조화에 지나
치게 신경 쓴 나머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기보다 오히려 하나의 자연스런 과정
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가나안 정착 2세대처럼 다음 세대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혼합주의적(syncretic) 
행태나 세속주의적(secularistic) 경향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논의와 대
처는 현세대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민공간
은 세대 간 갈등과 부조화를 넘어 보다 생
산적이고 창조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
가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 갈등과 부조화는 생산적인 것을 창출
하는 에너지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동력으로 쓰일 수 있다. 현세대와 
차세대가 공존하면서 밝은 미래로 함께 나
가는 목회는 과연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둘러싼 숱한 논의와 여러 차례의 실험적 
시도는 지속되고 있지만 세대 간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심지어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교회현
장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목회현장에서의 세대 간 갈등 해결을 위
해서는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식 전환의 첫 단계는 ‘소통’이다. 우리는 
종종 세대 간 언어와 문화와 사고의 차이, 
그 장애를 너무나 크게 느낀 나머지 소통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21세기
의 키워드는 ‘소통’이다. 아날로그 시대에
서 디지털 시대로, 다시 인터넷-디지털 시
대에서 소셜 미디어 시대로 이전하면서 소
통은 전방위(全方位)로 확장되어 나아가지
만 오히려 교회 안 소통의 질(質)은 더욱 
척박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소통이 단절되면 세대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고 문제 해결은 갈수록 요원
할 것이다. 갈등과 부조화를 뛰어넘어 소
통으로 가려면 현세대인 우리가 먼저 이곳 
이민의 땅에서 우리 자신과 삶에 대한 진
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진지한 숙고와 성찰의 과정을 거
치지 않고서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 없다. 
열정과 헌신으로 개척세대가 이룩한 이민

공간을 물려받은 현세대는 개척세대로부
터 지혜와 열정과 헌신을 겸손히 배워야 
할 것이다. 개척세대는 현세대의 목회자들
과의 소통을 통해 한인 이민역사와 교회의 
과거와 현재, 개척세대의 공과(功過)와 한
계, 그리고 풀지 못한 과제를 있는 그대로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세대는 교회성
장을 위해 바삐 달려온 개척세대의 목회자
들로부터 귀한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아 이
제는 소통의 폭을 세대와 교회를 넘어 사
회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사회를 외면한 교
회는 더 이상 존속하기 힘들다.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
켜주는 온라인 플랫폼(platform)을 뜻하
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사회와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체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 4차 산업사회는 
인간과 인간, 사물과 인간, 사물과 사물 사
이를 모두 잇는 초연결사회를 예고한다. 이
렇게 모든 것을 서로 연결하면서 빠른 속
도로 변화하고 통합하는 사회 속에서 세대
를 달리하는 목회자들과의 소통과 교류와 
협력은 더욱 요긴하다.

두 번째 단계는 ‘도로(road)’의 논리가 
지배하는 목회에서 ‘길(way)’의 목회로 나
가야 한다. 인간의 소통도 도로의 방식과 
길의 방식이 존재한다. 도로는 업무 중심의 
목회를 상징한다면 길은 관계 중심의 목회
를 뜻한다. 도로의 목적은 목적지에 빠르
게 도달하는 것이다. 도로에서는 중간 과
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도로는 목적 
지향적이다.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
로 이어주는 수단일 뿐, 도로의 효용은 도
로 자체에 있지 않다. 목적지까지 가는 수
단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길은 다
르다.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
다. 따라서 길은 관계 지향적이다. 길은 뻗
어있는 공간이다. 삶과 삶이 만나고 공간과 
공간이 이어지는 연결로이기도 하다. 그것
을 통해 이어가는 교류는 우리 현실에 뿌
리를 내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웃들과 자연과 자연스레 교착(交錯)하면
서 광범위하게 뻗어나간다. 도로가 상징하
는 속도와 성장 일변도의 목회를 지양하고, 
함께 가는 길의 목회로 나가지 않는 한 개
척세대와 현세대, 현세대와 차세대가 함께 
하는 목회는 한낱 이상으로만 끝날 것이다.

세대를 이어주는 목회는 바로 도로의 목
회가 아닌 길의 목회다. 함께 걸어가는 동
지적 목회, 즉 길의 목회로 선회하지 않으
면 세대 간 단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
고 말 것이다. 결국 사사기에서 언급한 “하
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의 이민
세대를 이끌게 될 것이다. “그 세대의 사람
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도 알지 못하였더라”(삿 2.10).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매체를 통한 SNS

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는 관계의 질
적 향상까지 보증하지 않는다. 현시대의 
SNS는 뻥 뚫린 고속도로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이전 시대에 비해 가히 빛의 속도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이룩
했지만 오히려 수많은 장애를 야기하고 있
고 질적인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이
러한 때 개척세대와 현세대와 차세대가 함
께 하는 목회를 위해서는 길의 목회, 즉 관
계적 목회와 동지적 혹은 동반자적 목회가 
더욱 절실하다. 세대 간 공존해야 하는 이
민 목회현장은 서로를 목회의 길벗으로 인
식하는 사고의 전환과 종속이나 서열의 관
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서로의 끌어안
음을 요구한다. 이러한 길의 목회가 목회
적 패러다임(ministerial paradigm)이 되
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 이민공간의 미래를 차지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에 닿는 강물처럼 개척세대는 현세대
에게, 현세대는 다시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먼저 손 내미는 목회를 실행해야 한다. 이 
이민공간의 주역은 결국 차세대가 될 것이
다. 개척세대 없이 현세대는 존재할 수 없
다. 현세대의 선도적 역할 없이 차세대는 
이 땅에 적절히 뿌리내릴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늘 염두에 두는 
미래지향적 목회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민
공간에서 신앙 유산은 세대를 이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을 것이다. 개척세대가 
쌓아올린 화려한 교회건물도, 열정과 헌신
으로 이룩한 현세대의 목회적 유산도, 자
녀세대를 위해 투자한 교육비용과 헌신적 
노력도 몇 세대가 되지 못하여 무위(無爲)
로 끝날 것이다.

현세대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하방
연대(下方連帶)의 목회’, ‘하향지향적인 목
회’를 해야 하고 그런 목회 철학과 구조가 
이민 교회 안에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회 안 갈등과 분열을 경험
한 1.5세대와 2세대 목회자들이 개척세대
와 현세대 목회자들을 무척 어려워하고 있
음은 우리가 알고 있다. 이민 목회현장에서 
세대 간 상호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 서로를 위한 격려와 칭찬보
다는 묘한 긴장감 가운데 서로의 한계와 
잘못을 지적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나아가 다음 세대의 부재는 이민교회의 미
래를 무척 어둡게 한다. 이러한 때 예수께
서 몸소 보여주신 성육신 신학에 근거하여 
이전 세대가 현세대를, 현세대가 차세대를 
끌어안는 내리사랑 목회, 하방연대의 목
회, 하향지향적인 목회가 절실하다 하겠다.
교회가 세대를 이어 영적 생명을 대물

림하길 원한다면 세대 간 열린 소통과 함
께 관계지향적 하방연대의 목회가 답이다.

이상명 목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소통과 관계 지향적 하방연대(下方連帶) 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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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안창호 선생님은 1902년 샌프란
시스코에 왔다가 미국인들이 상투
를 붙잡고 서로 싸우는 조선사람
들을 보며 조롱하는 것을 목격한 
후 해외동포 생활개선과 시민교육
을 위해 일했습니다. 독립이라는 민
족대업에 앞서서 동포들이 미국 땅
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면
서 거주지 주변 청소하는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조국의 앞날

만이 아니라 미주 동포사회에도 일
어날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목격하
고 있습니다. ‘판문점 평화 번영 통
일선언’ 이후 남북 정상은 두 번째 
만났고 오는 6월12일 북미 정상회
담이 열리게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
와 번영은 말할 것 없고 미국과 북
한 외교관계가 수립 되면 미주 동
포사회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
입니다. 잠시동안은 진통이 있겠지
만 활발한 교류가 있을 것이고 교
회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될 것
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

어갈 때 여호수아가 강 저쪽의 신
도 아니고 강 건너의 신도 아닌 오
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치
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를 섬기겠노라.”(수 24:14-15)고 선
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선포해야 할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는 물론 가나안땅에 들어가서도 변
함 없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
입니다. 지난 5월 새벽기도 본문을 
통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성전
을 수리하고 성전 창고를 청소하다
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본
문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하며 거룩한 산에 오르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믿음의 사
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또한 전쟁무
기를 농사도구로 바꾸고 전쟁연습 
멈추며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민족

의 길을 제시합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둘러싼 정치 기

류가 급변하는 때에 새벽기도 본문
은 교회 예배당 보수공사와 청소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
고 더욱 높은 경지에 이르는 신앙
과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감당하게 될 평화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요한 웨슬레도 
민족개혁에 앞서 교회개혁을 제시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
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악한 
세력이 권세를 잡고 불의와 전쟁문
화와 분단의 가치관이 영향력을 발
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런 때일수록 악한 이익과 헛된 명
예를 바라는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사야가 보여주는 소망의 
새역사와 평화의 미래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사야의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이
사야 2:5)

이달 말 제네바에서는 한반도 평
화를 위한 세계교회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7월말에는 UMC평화위
원회 중심으로 워싱톤에서 평화대
회가 열리고 11월에는 애틀란타에
서 세계감리교회 한반도평화를 위
한 협의모임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
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세계
교회가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청소와 수리를 잘 하

자고 함은, 비록 겨자씨보다 작은 
역할일찌라도 우리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음은 물론 교회가 감당
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
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틀란타 한
인교회는 앞장서서 2013년도 한반
도 평화국제컨퍼런스를 호스트했습
니다. 2014년 워싱톤 평화대행진 역
시 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2015년
에는 후러싱제일교회에서 평화학교
가 열렸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어두
워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

는 평화의 소원을 담아내는 교회들
이 있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이
제 다음달에 있을 워싱톤 평화대회
에서도 주최 측이 기대하는 우리교
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을 것입
니다. 우리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
도록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
사를 드립니다.
더욱 교회를 사랑하며 기본기를 

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시대 
감당해야 할 최고, 최선의 사명입
니다.

김 /정 /호 /칼 /럼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담임

오피니언

제13주일
33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

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
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시기 때문입니다.1 우리는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
나님의 자녀입니다. 2

34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

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
터 구속(救贖)하셨고, 우리를 마귀
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4 주
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5 
1) 요 1:1,14,18; 3:16; 롬 8:32; 

히 1:1-2; 요일 4:9 
2) 요 1:12; 요 20:17; 롬 8:15-17; 

갈 4:6; 엡 1:5-6
3) 고전 6:19-20; 7:23; 엡 1:7; 

딤전 2:6; 벧전 1:18-19
4) 골 1:13-14; 히 2:14-15
5) 요 10:28; 벧전 2:9

이 번호에서는 삼위로 계시는 하
나님의 제 2위인 예수님에 대하여 
지상 강좌가 이어집니다. 예수님
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
자(only begotten son)입니다. 우
리 믿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
다만 예수님의 ‘독생자’인것은 독
특하고 유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
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 主, κ됬ριο됬) 되심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1)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

도를 믿고 고백한다. 독생자 only 
begotten는 유일하고only 독특하
다unique.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님 아버지와 동일한 속성의 유일
한 아들이며 아버지로부터 나셨
다. “참 하나님이며 나셨으나 지
음 받지 않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
이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니
케아 신경)
2) 유일한 성자의 위치:예수 그

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다. 성부는 성자를 나
으셨고 성자는 나셨다.성부는 보

내셨고 성자는 보내심을 받았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예수님은 독생자의 
복음이며 유일한 복음이다.

2. 우리는 영원하고 본래적인 독
생자가 아니다. 사람인 우리는 신
이 될 수 없다. 우리는노예에서 자
녀로, 양자가 되어 예수님과 공동 
상속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
로 받는다. 양자라는 놀라운 복음
이요 은혜롭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없다.
3.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

백하는가? 죄와 마귀의 모든 권세
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고 해방하셨
고,피로 값을 주고 사시고 구속하
셔서 소유로 삼으신다.
4.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고백: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때는 중간
지대가 없다. 주로 인정하거나 아
니면 인정하지 않거나 둘 중의 하
나이다.
1. 시저(Caesar)가 주(主)일 때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했다.
2. 하나님께서 주신 직함이다.(

빌2:9-11)

3.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롬10:9)
4. 주는 그리스도이다.(마 16:16) 

1)주님이라는 고백의 3가지 차원:
1. 만물의 주 되심을 고백:
만물 창조, 통치 주
2. 교회의 주 되심:
교회를 구속하시고 머리가 되심
3. 나의 주 되심을 고백: 
나도 주의 소유가 됨
 

2) 우리는 주님의 종 됨을 고백
1.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고

백은 우리의 소유주라는 의미다.
2. 우리가 주님의 종이요, 노예

가 되었다는 고백이다.
3. 주께 무조건적 순종을 드리겠

다는 의미다.
4. 우리 삶의 일부의 주인이 아

니라 전부의 주가 됨을 고백이다.
5. 세상적인 노예가 아니라 영광

스런 노예들이라는 고백이다.
6. 우리의 주님은 폭군이 아니고 

피로 구속하신 주다.
7. 영생을 주시고 변함 없이 보

호하시는 은혜의 주다.
8. 주의 노예라는 고백은 기쁨

의 고백이다.

3) 우리의 현 위치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2. 우리가 머물고 있는 위치를 

선명하게 보게 한다.
3.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위치

를 잘 알아야 한다.
4. 주님에 대한 고백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역할이다.
5. 주님께 합당한 영예를 돌리는 

인생으로의 삶이다.
4) 중간 지대 없음
1.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거

나 아니시거나 둘 중 하나이다.
2. 주님의 소유로 살거나, 주와 

상관 없이 살거나 결정해야 한다.
3. 모든 만물이 주의 소유요, 교

회의 머리도 예수님이다.
4. 우리 개개인의 주인도 주님이

심을 인정하는 삶이다.
5. 기쁨으로 주의 종으로 동행하

는 행복한 인생이다.

유 /기 /천 /칼 /럼

유기천 목사
뉴욕기쁨의교회 담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3주일

하나님의 독생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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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떨군 눈물이 발등에

적셔진 삶이 아파와

어둠, 가득하던 두려움

가슴 가득 짓눌린 무게에

막혀진 삶이 고단해

두려움, 가득하던 어두움

돌이켜 생각해도 분하고 억울한데

아무리 둘러봐도 기댈곳 하나없어

거리에 내동댕이쳐진 듯

돈줄처럼 말라버린 그 캄캄한 마음

천국이라 이름한 가정이 어둠에 잠겼다

손을 흔들어도 마음만 급하고

소리를 질러도 호흡만 가쁜데

차라리 꿈이기를

차라리 죽음이길

그러나, 끈질긴 생명

빈손으로 엎드려 무릎꿇는 

단단한 바닥

그저 무릎만 꿇었는데 

들려오는 한마디 음성

누가 내 어깨를 감싸주는가

누가 사랑한다 말씀하는가

어깨가 들썩이는데 눈물이 난다

자존심으로 세우고앉은 무릎

구푸려 엎드릴 때

단단한 바닥은 어느새 

따스한 방석이 되었다

괜찮다 괜찮다 들려오는 음성에

쏟아지는 통곡

온몸을 흐느끼다 터지는 울음

한참을 울다

오래 울다

또 울다

이제 눈 들어보라

창으로 스며오는 한줄기 빛살을

꽃이 웃어 밝아진 하늘에

바람이 그림 그리고

햇빛, 질투처럼 빛나다

헷살 가득 채워진 호흡에

내일이 너무 멀게만

눈빛, 찾아나선 그리움

손길 어깨 닿았던 설렘에

가슴이 뛰어 달려가

새빛, 체온같은 품에 뛰어들다

아픈 인생 넘어진 무릎에

이제는 넓은 따스함

전부, 안아버린 울음의 힘

나 위해 우시는 분 당신의 힘

이 /동 /진 /칼 /럼

이동진 목사
시인, 성화장로교회 담임

울어야 산다

허/용/구/칼/럼

사람들은 사랑해서 부부가 된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하면 부부처럼 이

기적인 관계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 겁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거나 

동업자를 찾을 때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친구의 조건은 의리 하나로 충분하고, 의리를 

지키는 동안에 친구관계에 특별히 이상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업자 관계도 마

찬가지입니다. 동업자의 조건은 신용입니다. 신용만 있으면 동업자 관계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는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만 있

으면 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중매를 섰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일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양한 조건을 내걸며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쪽만 그

런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양쪽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방을 조

금씩 속입니다. 실제 자기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서

로 약간 속인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만, 상대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통해 많은 

이득을 볼 것을 생각했는데, 이익은커녕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

게 되면 상대방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참 어렵고 행복한 부부보다

는 문제가 많은 부부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마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또 교회가 주님을 존중하듯 그렇게 부부는 서로 사랑라고 존

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Secret이 아니라, Mystery라고 말합니다. 알려

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 앞에 아예 눈을 감아 버

림으로 다른 사람은 알아도 자신은 모르는 Mystery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부관계가 우리교회에 속한 부부들에게는 더 이상 Mystery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부부관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허용구 목사
뉴욕한인연합교회 담임

부부관계의 비밀

오피니언



36 제46호  /  2018년 6월 9일

우리교회 정말 열심히 달려갑니
다. 제가 직접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런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다는 것
이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모든 
사역에 참여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고, 또 뒤에서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열매들
이 맺어가고 있음을 압니다. 그렇
게 버려지는 시간들 없이 하나하나 
하늘에 쌓아지는 이 땅에서 올려드
리는 번제와 같은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반전에 잘했다고 경기에 이기
는 것은 아닙니다.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후반전의 승리는 전반전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휴식
에 있습니다. 휴식은 쉼과 평가와 
그리고 전략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쉼은 예배입니다. 남
은 후반전을 위해 새벽 기도줄 다
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좋은 말로 
할 때…) 후반전에는 오클라호마, 
웨일즈, 그리고 아이티 선교가 줄
지어 준비되어 있고, 10월에는 세
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모여 선교사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굵직굵직한 일들인데 영적 충전 없
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신
년과 사순절 특새가 있어 전반전에
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후반전에는 이런 준비 없이 뛰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전반전을 잘 평가해야 하는 것이 
후반전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
다. 모든 위원회들과 선교의 사역
들을 잘 평가하셔서 후반전과 내년 
사역을 위해 평가를 하고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바
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전략은 말씀입니다. 경험

이 아닙니다. 내 주관이나 생각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회복,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드는 것이고 그것
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
나님의 말씀 없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없이 사역을 하고, 선
교를 하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다음주는 야외예배입니다. 소풍
이 아닙니다. 온 교인이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입니다. 서로를 알고, 즐기고, 함께 
먹으면서… 그런데 이 좋은 일에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
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을 격려하여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방에서 
잘 살피셔서 교통수단 때문에 말하
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분 없
도록 세밀하게 살펴서 모두가 참여
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정말 부득이 한 분은 이
른비예배는 동일하게 드립니다.

고 /훈 /칼 /럼

고  훈 목사
하은교회 담임

HALF TIME

오피니언

배임순 목사

도르가의집 대표

르완다에 세워지는 도르가의 집

배/임/순/칼/럼

해마다 여름 한차례 다녀오는 아
프리카 선교는 르완다 동족전쟁으
로 인한 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하
자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
교 기금 마련하느라 시화전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르완다 탄자니아 
콩고 우간다 브룬디를 돌다가 이제
는 르완다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
다.   아프리카 땅에서 르완다는 처
음 발을 딛은 곳이라 아무래도 생
각이 절로 나서 나눈 이야기를 또 
다시 나누게 됩니다.  .   
   병이 들어도 대책 없이 죽어 

가는 그들을 위해 약을 구하고 강
의시간에 나누어 줄 노트와 볼펜, 
등을 준비하여 도착한 곳이 르완
다의 수도 키갈리였습니다. 유럽까
지는 좋았는데 그곳에서 아프리카
로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흑인들
의 특유의 냄새에 얼마나 멀미를 
했던지…지금 생각해도 아찔 합니
다   처음부터 한달 동안  먹지 못
하고, 씻지 못하고, 화장실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더운 날씨를 견딜 
각오로 떠났으나 이 냄새까지 생각
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도우
겠다고  나선 몸이 이 정도의 냄새
를 견디지 못하다니... 참 기가 막
힐 노릇이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서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먹은 것
은 다 토해내고 힘이 빠질 대로 빠
지면서  마음도 덩달아 점점  약해
져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덜덜대는 밴

에 몸을 싣고 5분쯤 나갔을 때 황
토색 먼지가 바람에 휘날려 천지
가 온통 황토색을 뒤덮혀 나뭇잎마
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
다. 아니 먼지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기갈기 헤어진 옷을 
걸친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걸아 다
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닌다. 그 동안 약해 있던 
내 모습은 간 곳 없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
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눈물을 흘
릴 수 없어 속으로 울음을 삼키느
라 머리가 아팠습니다 언제나 그
랬듯이, 하나님은 역시 연약한 저
를 도우셔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
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
하여 한참 울게 하신 하나님은 “이
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
다” 말씀 하셨습니다. 그 음성에 마
음이  뜨거워진 나는 더 이상 연약
한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도
착한 단원들끼리 기도모임을 가졌
는데 성령이 역사 하셔서 우리 서
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단원 모두가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날  ‘키부에’라는 마을에 

도착하여 교회로 들어서니 ２00명 
넘는 여성지도자들이 강의를 듣겠
다고 앉아 있었고 교회밖에는 무
중구(백인)를 구경하러온 아이들
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통역관
이 우리를 강단 위로 안내했습니
다. 첫날 개강예배에서 “우리는 모
두 하나, 당신들과 우리는 그리스
도 안에서 자매들”이라고 말했더니 
모두들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했
으나 몇 사람은 가슴속 깊은 곳에 
곪아터질 듯한 상처를 안고 차마 
울지조차 못하고 멍하니 나를 바라
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남편
은 부족간의 싸움에서 죽어갔고 가
난한데다 남편이 없는 외로움까지 
견디어야 했고 거기다 남편을 죽인 
자에 대한 증오까지 쌓였으니 그 
상처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
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그
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었다. “나
도 당신들처럼 남편이 없는 과부예
요. 애비 없는 자식 잘 키워보려고 
정성을 다 했는데 반항이라도 할때
면  얼마나 괴로운지 나도 알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할 
곳 없는 외로운 과부의 삶이 얼마
나 힘들었든지...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요.”라고 고백하자 한 여자

가 치마를 뒤집어 코를 풀면서 울
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은 번져 우리모두를 울렸

고 우리는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 울기라도 하면 그 동안 가슴에 차
있던 울화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닦는 손수건으로 쓰이는 그
들의 의상은 참 편리합니다, 한국 
홑이불 같은 것을 허리에 두르면 
치마가 되고 또 다른 한 조각을 왼
쪽 팔 밑으로 하여 오른쪽 어깨 위
에 걸쳐 묶으면 외출복이 됩니다. 
그들은 그 치마를 뒤집어 자기의 
눈물도 닦고 아이들 얼굴도 닦아줍
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로 나를 그
분께 엎드리게 하셨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 하셨는가를 깨닫게 하
신 후에 살길을 주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셨습니
다. 그리고 끝내는 외롭고 힘든 자
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르가의 집’
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까지 올 수 있는 모든 경비를 마련
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해 주셔서 사랑하는 자매님들
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 말
하자 Mungu Ashifiwe(하나님 찬
양) 하면서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색이 다
른 사람도 똑 같이 고통을 겪는구
나” 싶어서인지 우리는 금방 친해
졌습니다.   
 15년 전, 그곳 황폐한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던 우리 
동역자들은 그 땅의 회복으로 인하
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며 힘을 얻습
니다. 우리의 사역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분이 허락하
시는 시간까지 이 사역을 계속하리
라  결심 하게 됩니다. 올해는 6월
18일 출발하여 르완다 가히니에서 
사역을 하고 탄자니아에 있는 무완
자를 거쳐 수도인 다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올해는 한국팀이 합세 하
여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르완
다에 도르가의 집을 세우는 일이
라 어느 때 보다 설레임이 가득합
니다. 올해는 조금 일찍 사역을 마
치고 7월 7일 돌아오게 됩니다. 다
녀와서 선교내용을 말씀 드리기로 
하고 선교 여정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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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말할 때 중세 헬라적인 
사상으로는 몇 가지로 구분하여 
말하는 듯하다. 남녀간의 육적이고 
감각적인 감정에서 우러나는 애정
(eros)이 있고, 가족과 혈족에 대
한 자연적인 사랑(stolge)이 있다.  
또 친구와 이웃에 대한 우정의 사
랑(phileo) 이 있다. 그리고  측량
할 수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한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 
Agape  자기희생, 자기헌신, self 
sacrfice, self devotion)로 구분
하고 있다. 사랑을 이런 식으로 구
분하고 분류한다면 고린도전서 13
장에 기록된 사랑은 어느 쪽으로 
분류될 것인가?
사랑의 본원(本源)은 하나님이시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요일 
4:8, 4:16, 고후 13:11). 사랑의 본
원이 하나님이신 것은 만물을 지
으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
다. 남녀간의 육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을 왜 추하고 저속한 것으로
만 여길 것인가? 남녀간의 감각적
인 사랑이라도 그 근원은 하나님
의 사랑으로부터이다. 그것은 하나
님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
랑의 한 선한 요소였던 것이 인간
의 타락한 성품에 의하여 남용되

고 악용되어 Eros라고 표현된 것
이다. 육적인 애정 관계에서도 서
로의 사랑 까닭에 사랑하는 사람
을 위하여 소중한 생명을 내던지
는 경우를 보면 그 정신은 하나님
께로부터 온 것이다.
남녀간의 사랑, 가족간의 사랑, 

친구와 이웃간의 사랑 이 모두가 
다 같은 차원에서 인식되는 인식
의 차이이지 어느 것이 선하고 어
느 것이 악하며, 어느 것이 천하고 
어느 것이 귀하고 고매한 것이라
고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남녀간
의 사랑, 가족과 혈족끼리의 사랑, 
친구와 이웃간의 사랑 모두가 하
나님께로부터 발원하는 것이다. 성
경은 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
니라”고.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고
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은 사랑
이라고 한 원론에 대한 각론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은 오래참고, 온
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
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
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
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
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
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 사랑은 인간 세상에서 펼쳐

지는 선의(善意)와 호의(好意)의 
극치요 실천이 무망(無望)하리만
큼 높은 수준의 자기헌신과 희생
의 경지이다. 도덕적 수련과 철학
과 지식의 능(能)으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찌 인간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능럭으로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
경은 사랑은 보다 큰 은사라고 가
르치며, 그 은사를 받으라고 가르
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을 순수한 
은사라고만 생각한다면 인간의 성
실과 신실여부에 따라 그 은사는 
발휘해도 좋고 발회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적인 윤리적 덕목으로만 
남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은사는 
어떤 형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
사여 받은 단순한 선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반듯이 행해져야 할 
위탁된 은사이며 지켜져야 할 계
명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위탁
(commitment)은 내가 반드시 감
당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명인 동

시에 그 위탁이 위탁받은 나에게 
복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사랑

의 은사를 받고서도 사랑을 실천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오늘 날 
이상으로 삭막해질 것이며 산천과 
초목은 물론 만물의 탄식은 더 커
질 것이다. 이제 곧 지게 될 십자
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
과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새로운 
계명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고 가
르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
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
하니라(요일 4:11). 참으로 사랑은 
은사이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계명인 것이다.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존재인가 ?!  수
학공식이나 화학 방정식을 몰라서
가 아니라, 물리화학의 무슨 정리
(theory)를 몰라서 미련하고 우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둔감하여 어리석다는 것이다. 사
랑의 본령(本領)을 거슬러 올라가
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보이며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설 때에 내가 
죄인인 것과 사랑이신 주님의 고
난에 눈을 뜨게 된다. 죄로 말미

암아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라는 신분과 구원자 
예수라는 세상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삯을 대신 
지신 고난을, 체휼(體恤)하셨다(히 
4:15). 죄 없으신 주께서 우리들의 
죄 까닭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을 받으시고, 우리가 정녕 죽어야 
했을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 “사
랑”을 양면으로 표현한다면 그 한
면은 체휼(동정과 자비, 희생 즉 
주님이 지신 십지가)이요, 다른 한 
면은 그 체휼을 의지하는 우리들
의 믿음(응답과 헌신)이라고 할수 
있다.   인간 상호간의 사랑이 아
무리 크고 높다 할지라도 예수님
의 그 지고한 사랑에 견줄 수는 없
다. 호세아 4장 6절, 시편 49편 12
절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
식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며 존귀에 처하나 장구치 못
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
전 13:13 절의 말씀은 이러하다. “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
상 있을 것인데 이중에 제일은 사
랑 이니라 ”

주 /진 /경 /칼 /럼

주진경 목사
뉴저지 은목회원

하늘보다 높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Ag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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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안민성

84-58 248 St. Bellerose, NY. 11426

516-273-4204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2시 어린이예배 오전 10시, 
청소년&Collge예배 오전 10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45분(월-토)
수요여성기도회 오전 10시
수요예배 오후 8시30분,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199-17 32nd Ave.Flushing NY 11358 

Tel.718-225-6962 | www.nymosaicchurch.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수요찬양

예배 오후 8:30 금요중보기도회 오후 8:30 

EM예배 오후 2:2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담임목사 문덕연

199-03 32nd Ave Flushing NY 11358

Tel.718-575-1142 www.chamchurchny.org

뉴욕참교회

퀸즈장로교회

주일예배 오전 8:30, 오전 10:30, 오후 12:15, 오후 4:00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 영어예배(QPEM) 오후 12: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30, 오후 12:15 | 중국어예배 오전 9:45 

수요예배 오후 8:00 | 새벽기도회 오전 6:00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 (718) 886-4040,4340,4347 | kapcq.org  

뉴욕주는교회

주일예배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EM 오후 12시 30분 | 유년주일학교 오후 12시

수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시 

토요한국학교 봄,가을 매주 토

담임목사 김연수

145-15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Tel.917-770-5080/718-352-1603 | www.givingchurch.net

뉴욕수정성결교회 
담임목사 황영송

2567 College Point Blvd. College Point, NY 11354

T)718.461.9800 | nysoojung.org

담임목사 장동일

뉴욕한인연합교회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오후 예배 오후 3시

삼일 기도회 수 오후 8시30분 

담임목사 허용구 

7618 4th Ave. Brooklyn, NY 11209

718.833.4146 | www.ukcny.org

푸른초장교회

118 Chadwick Road. Teaneck, NJ  07666
201-925-5272

뉴욕방주교회

주일예배 오전 11시 | 주일학교 오전 11시. 

E M 오전 10시 | 수요성경공부 오전 10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오전 6시30분(토)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중보기도회 오후 8시 30분(목)

토요한글학교 오전 9시-오후 1시

담임목사 김천수

주일 예배 오전 11시 30분  아침예배 오전 7시(월-토)

주일 어린이예배 오후 12시 15분

주일성경공부 오후 2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34-30 150Pl. Flushuing, NY 11354

Tel.718-683-8884 | sungwonpark1212@gmail.com

뉴욕기쁨의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수요성경공부 오전 10시 30분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시 

담임목사 유기천 

183-16 Horace Harding Expwy, Fresh Meadows NY11365

718.751.5908

감람원수양관 NYPC

GamRamWon Retreat Center

이용범위: 교회수련회및 각종기도모임

이용문의: 이메일nypcretreat@gmail.com

2300 Sound Ave Calverton NY 11933

718-440-5404 (감람원담당장로)

뉴욕한마음 교회

담임목사 정양숙

134 I. U. Willets Rd. Albertson, NY 11507

http://oneheartchurchny.com | 718.309.8200

뉴욕사랑선교교회

담임목사 윤종선

jongsunyun@yahoo.com | 718-812-5081

755 palisade Ave. Apt 3C  Yonkers, NY 10703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2:30

수요 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

성령으로 치유하는 교회

예배회복, 승리하는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예배 오전 6시 

문의 : 631) 682-2968

창성건축 (리모델링 전문)
믿고 맡길수 있는 건축

부엌, 화장실 수리 및 개조 목공 타일

마루 페인팅, 루핑, 유리, 거울, 

마루 샌딩 및 전기 플러밍 등

(상담 및 견적 환영)

145-09 33Ave Flushing N.Y 11354

주일 예배 오후 2:00

교회:5958 State Farm Rd. Guilderland, NY 

12084 사랑방:1006 Brandywine Pkwy Guil-

derland, NY 12084

담임목사 권영국

5958 State Farm Rd. Guilderland, NY 12084

Tel: (646)610-3927 | come2christ@hanmail.net

사랑으로 사는 교회

주일예배 12시 30분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토요일아침예배 오전 6시

선교사를 돕는 원 미용실

제시카 김(주일 휴무)

718-461-3397
34-06 Union St. Flushing, NY 11354

214-34 35th Ave, Bayside, NY

본 지면은 기독뉴스를 후원하는 교회와 단체, 기업을 

소개하는 면입니다. 후원비는 분기별 $100입니다. 

후원교회안내

주일예배 오전 10:30,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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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제자들교회

뉴저지예수드림교회

담임목사 김용철

주일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8시 15분

33-37 146th St. Flushing, NY 11355 

Tel : (718) 683-0191 

가나안입성교회

13-15 College Point Blvd. College Point, NY 11356

646-725-9316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Tel. 718-357-9199 | www.moakayang.com

담임목사 이기응

담임목사 박윤선

27-23 Bayside Lane 1st  FL. Flushing, NY.11358

팔복선교회

대표 이추실 목사

퀸즈한인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11시

장애인 예배 오전 11시 | 3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금요영성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89-00 23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 (718) 672-1150 | www.queensch.com

후원교회안내

담임목사 허연행

뉴욕충신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8시, 2부 오전9시, 3부 

오전 11시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시 

중보기도회(매일)오후9시수요기도회 오후 8시

금요찬양/심야기도회(1,2세합동) 오후 9시 

담임목사 안재현

153-11 Barclay Ave, Flushing, NY 11355

718-359-0040 | www.choongsy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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