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복
음전도자, 빌리 그래함(Billy Gra-
ham) 목사가 2월 21일 노스캐롤라
이나 자택에서 99세를 일기로 소
천했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 마

크 데모스(Mark DeMoss) 대변인
은 “그래함 목사는 오랫동안 암을 
비롯한 폐렴 등의 질병을 앓아 왔
고, 21일 수요일 아침 노스캐롤라
이나 자택에서 소천했다”고 전하
며, “그래함 목사는 자신이 진정 죽
은 것이 아니라, 단지 천국으로 옮
겨간 것임을 세상이 알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
고인은 생전에 ‘영원’에 대해 언

급하며, “여러분은 언젠가 빌리 그
래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할 것입
니다.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
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생생

하게 활기를 띨것이며, 단지 주소
지를 옮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라는 말
을 남겼다.
그래함 목사는 1918년 11월 7일 

세계 1차 대전 종전일 하루 전에 
태어났다. 대공황 시기 낙농가에서 
자란 그래함 목사는 플로리다 성서
신학교와 휘튼대학
교를 졸업하고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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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도대회’가 해외한인장로
회(KPCA) 뉴욕노회 주관으로 중

미 니카라과에서 2월 23일 San 
Rafael del sur와 24일 Masaya에

서 개최됐다.
첫날 4,500명 둘째날 11,0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도대회에
서 설교는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
로교회 담임)가 맡았고 한국과 뉴
욕, 토론토, 새크라멘토, 뉴저지, 시
카고에서 온 단기팀 88 명이 스탭
으로 협력했다. 
이틀간의 대회는 목회자 세미나, 

교사강습회, 개인전도와 중보기도, 
치과사역, 안경검안, 침술사역, 미
용사역, 네일사역과 어린이사역 등
으로 진행됐다.
대회를 준비한 이동홍 선교사(니

카라과)는 “이번 대회를 통해 332
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축제의 전
도대회였다.”며 세계각국에서 모인 
단기선교팀의 협력으로 이룬 성과
이며 후원자들의 기도와 성원에 감
사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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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씀하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16:15)

2018 니카라과 전도대회 성황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맨하튼 
사무실에서 27일 오전 11시에 9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드림액트 법 통과

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실현에 대
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다수의 미국 주류언론들이 참여

한 가운데, 각 종단

▲뉴욕이민자연맹 맨하튼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2018 니카라과 전도대회가 뉴욕노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모두 모여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San Rafael Del Sur와 Masaya에서 연인원 15,000명 참가 332명 결신

<12면에 계속>
<12면에 계속>

뉴욕이민자연맹 기자회견
약자를 구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

718.414.4848

스마트폰으로 듣고보는
뉴욕기독교방송

www.cbsnewyork.net

사장 문석진 목사

▲중독 전문 치유 방송 개국 임박- 4면

▲미동부 평창올림픽 찬양선교단- 9면

▲빌리 그래함 목사 추모 예배- 14면

▲CITS가 만난 사람 문석진목사- 7면

주요기사 안내

빌리 그래함 목사 소천
세상을 바꾼 복음전도자 한반도의 운명이 위기에 처

해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은 오직 기도 밖에 없기에 하
나님께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와

줄 이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 하고 나가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 입
니다.이 민족이 하나님앞에 우
상을 섬긴것을 회개하오니 용
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 합니다.믿음을 쫓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며 자기 의를 드러
낸것을 회개 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민
족이 사는길은 오직 회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소리
(287회)

최/요/한/칼/럼

최요한 목사

서울명동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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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이 시작됐다. 사순절은 교
회력으로 ‘재의 수요일’인 2월 14
일부터 4월 1일 부활절까지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일컫는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
억하며 사순절에 동참할 수 있는 
묵상집과 캠페인을 소개한다. 
 평화교회연구소에서 바흐의 마

태수난곡을 따라가며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 묵상집을 펴냈다. 마
태복음에 기록된 예수 수난의 이
야기를 다룬 음악극, 마태수난곡
이다. 의정부 믿음교회 조진호 목
사가 저술한 이번 묵상집은 사순
절 기간 동안 마태수난곡의 대본
과 묵상글을 읽고, QR코드를 통해 
해당일자의 마태수난곡을 직접 들
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묵상집은 
1958년 녹음된 칼리히터의 음반을 

제공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평화’

를 주제로 한 사순절 기도묵상집
을 펴냈다. 교회협의회 묵상집은 
요한복음 말씀을 기초로 고난 속
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건’ 이들
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참 평화
의 메시지를 전한다. 기독교 국제
구호개발기관 글로벌비전은 사순
절을 맞아 한 끼 금식 캠페인을 벌
인다. 이번 캠페인은 사순절 기간 
동안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 금
식에 참여한 후 한 끼 식사비 이상
을 모아 기부하면, 네팔과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영양 결핍 아동 가
정에 쌀 10kg을 전달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기독영화를 통해 신앙을 점검할 

수도 있다. 뉴욕기독교방송은 개국 
3주년을 기념하며 CBS가 만든 감

동스토리 영화 ‘순종’을 고난주간
이 시작되는 3월 25일(주일) 오후 
6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
사)에서 상영한다. 레바논과 우간
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두 선교사
의 사역을 통해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감동의 
여정을 볼 수 있다. 
기독교인 스스로 “나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의 질문을 던
지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배우 최수종과 
최강희가 내레이션으로 참여했고 
CCM계의 디바 송정미가 주제곡 ‘
순종’ OST를 불렀다. 티켓 예매처
는 할렐루야백화점(718-762-0011) 
코너약국(718-460-3825) 예림기
획(718-661-2600) 뉴욕기독교방송
(718-414-4848)에서 구입할 수 있
고 당일 입장 가능하다. (티켓$5)

“사순절 묵상집으로 영적순례 시작하세요”

중독 전문 치유방송 CITS(대표 
김도형 목사)가 개국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CITS 중독치유방송은 국제기독

교금주학교가 중독 치유를 위한 
말씀과 전문 컬럼을 비롯해 중독
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과 치유과
정을 담은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
을 24시간 방송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찬양

을 잊은 그대에게’ ‘성경낭독’ ‘
성경동화 이야기’ ‘복음의 기적’ 
‘CITS가 만난 사람’ ‘교계뉴스’ ‘
칼럼, 중독교육’ 등이 있다.
뉴욕기독교방송에서 방송컬럼 ‘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를 진
행하고 있는 김도형 목사는 “뉴
욕기독교방송에 출연해 인터뷰하
고 그 방송의 역할과 비전을 보면
서 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

을 줄 수 있는 중독방송이 꼭 필
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방송
은 중독문제 때문에 고립되고 절
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 무
엇보다 큰 희망의 메시지와 치유 

방안들을 거침없이 전달할 수 있
는 최고의 매개체가 될 것”이라
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이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방송의 기초부터 장비

구입, 진행방법 등을 강의와 개인
지도해 주신 문석진 목사님께 감
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기독교방송 문석진 목

사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국제

중독치유전문 방송국을 운영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독방송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기능’에 대해 
교육하는 특강을 4회에 걸쳐 24시
간 진행했다. 강의는 프로그램 편
성의 개념, 조직구성, 뉴스 및 프
로그램 제작 등 방송에 필요한 전
반적인 것들로 진행됐다.
IT시대의 인터넷 방송의 개척

자로서 24시간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CBSN 사장 문석진 
목사는 “뉴욕기독교방송 개국 때
에 밝힌 대로 우리의 역할은 선교
지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을 구축
하기 원하는 단체나 교회에게 방
송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 선교하
는 것이다.”라며 인터넷방송 개국
에 관심있는 단체의 문의를 환영
한다고 전했다. 
문의 718-414-4848

▲한국을 방문한 뉴욕기독교방송 문석진 목사가 ‘중독방송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기능’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는 모습

CITS 중독 전문 치유 방송 개국 임박
고립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치유방안을 전달하는 최고의 매개체가 될 것 

고립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치유방안을 전달하는 최고의 매개체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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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
로 추방위기에 놓인 서류미비자를 
돕기 위해 뉴욕교협과 뉴저지 교
협, 코네티컷교협이 공동으로 발족
한 ‘이민자 보호 교회’가 전국 조
직으로 확대 된다.
현재 98개의 한인 교회가 회원으

로 가입한 이민자 보호 교회는 청
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DACA 
대상자를 위한 무료 변론 및 무
료 신청서 작성 서비스는 물론 서
류미비자들의 실질적인 피난처 마
련을 위해 지난 해 4월부터 활동
을 시작했다. 또한 6월부터 9월까
지 후러싱제일교회, 뉴욕한인교회 
등 13개 센터교회에서 설명회를 갖

기도 했다. 
이민자 보호 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위는 휴스턴, 
시카고, 애틀란타, 워싱턴 DC 등

의 지역과 함께 전국 연합 조직으
로 확대해, 오는 7월 11일 부터 13
일까지 워싱턴 DC 하얏트 호텔에
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민자 보호 교회 TF 위원장 조
원태 목사는 “이민자 보호 교회 전
국 연합이 이민 동포 사회와 한인 
교회에 닥친 여러 위기 상황을 함

께 힘을 합쳐 헤쳐나가는 좋은 둥
지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대회의 
의의를 설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가 앞장 서 중요한 고백
을 나누는 역사의 현장에 많은 참
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민자 보호 교회

는 지난 2월 17일 플러싱에서 열
린 설 퍼레이드에 참석해 DACA 
Dreamer 의 위기상황을 알렸으
며, 3월 5일에는 민권센터와 시민
참여센터 등과 공동 주관으로 ‘다
카 드림액트 통과와 이민개혁을 위
한 랠리’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 조원태 목사(cwtpeace529@
gmail.com, 718-309-6980)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
로, 이하 뉴욕장로연합회)는 2월 15일(목) 56
차 정기 목요조찬기도회를 노숙인 쉼터, 뉴
욕 나눔의 집(대표 박성원 목사)에서 열었
다. 이 날 모인 30여명의 회원들은 기도회 
후 나눔의 집이 준비한 떡국을 먹으며 친교
의 시간을 가졌으며, 노숙인 사역을 위한 후
원금을 전달했다.  
회장 김영호 장로는 후원금을 전달하며, “

우리의 기도와 성금이 한인 노숙인을 위해 
귀한 사역을 하는 뉴욕 나눔의 집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전 8시에 박성범 장로의 인도로 시작한 

기도회는 백달영 장로의 대표기도와 성경봉
독(고전 1:13)으로 이어졌으며, 박성원 목사
는 ‘사랑의 종을 울려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특별기도 순서에서는 ‘뉴욕장로연합
회의 발전을 위하여(김영호 장로)’, ‘뉴욕 나
눔의 집의 노숙인 사역을 위하여(우화선 장
로)’, ‘미국과 고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이계
훈 장로)’등을 주제로 기도 했으며, 헌금 특
송에 우화선 장로의 인도로 장로중창단 찬양
과 송윤섭 장로의 헌금 기도, 김영호 회장의 
인사 및 광고가 있었고, 박성원 목사의 축도
로 순서를 마쳤다.

새찬양 축제가 오는 4월 7일 링컨 센터 
The Bruno Walter Auditorium에서 열린
다. 이 축제에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개인 및 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성악, 중창, 합창 등 보이
스 부문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목관 및 
금관 악기 등 각종 악기까지 모든 분야에
서 참가할 수 있다. 특별히 금년에는 성악부
분 독창, 중창, 합창 부문의 신설되어 개인
별 신청은 물론 교회 별 성가대의 참가 또
한 가능해 졌다. 뉴저지에서만 예선을 가졌
던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뉴욕, 뉴저지 에
서 예선을 열어 참가를 독려한다.  참가 신
청 마감은 뉴저지 3월 10일, 뉴욕 3월 17일
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들은 참가용 
찬양 악보를 Newpraise.org에서 무료로 다
운로드 받아 연습할 수 있다. 뉴저지 예선은 
뉴저지 연합 감리 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47 Tenafly Rd. Englewood, NJ)
에서 3월 17일 오전 10시에, 뉴욕 예선은 베
이 사이드의 뉴욕 신광 교회 (33-55 Bell 
Blvd. Bayside, NY)에서 3월 24일 오전 10
시에 열린다. 이 예선을 통과한 각 부분 수
상자들은 4월 7일 링컨 센터 The Bruno 
Walter Auditorium에서 새 찬양 축제에 초
청되며, 각 부분 1-3등 수상자들에게는 상장
과 상패가, 1등 수상자 한 명에게는 $500의 
상금이 주어진다.
예선 참가자들의 참가비는 솔로 $80, 2명 

이상의 참가 가족은 개인당 $50(2-9명), 앙
상블/ 중창은 참가자당 $50, 합창은 참가자

당 $20이다. (기타 문의사항: 송재현 목사, 
전화 201-783-5924/이메일 inpfny@gmail.
com)
새찬양 후원회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

양하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새 찬양으
로 찬양하며 또 이를 돕는 모임이다. 매년 
정기 콩쿨과 콘서트를 통해 다음 세대가 찬
송가를 배우도록 돕고, 어린이와 청소년들
을 타락한 세상 문화로부터 보호하며, 재능 
있는 어린이들을 찬양 꿈나무로 키우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한
국에서 ‘전국 어린이 찬송가 피아노 콩쿨’
이 할렐루야교회 주최로 열리도록 돕고 있
으며, 2004년 부터 미국에서도 미국 새 찬양 
후원회 주최로 ‘Youth Hymn Concours’을 
개최하고 있다. 새 찬양 축제는 현재 한국
과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브라질, 중국, 
일본, 캄보디아 등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후원정보: 페이스북 INPSS NY/NJ 새찬
양후원회 또는 http://www.newpraise.org)

▲지난해 4월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열린 심포지움

▲장학금을 전달하는 뉴욕장로연합회 회장 김영호 장로(왼쪽)와 뉴욕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

교계뉴스

뉴욕장로연합회, 후원금 전달 13회 뉴욕 뉴저지 새 찬양 축제

이민자 보호 교회, 전국 연합 조직으로 확대

뉴저지 주예수사랑교회(담임 강유
남 목사)는 2월 14일 오전 11시 원
로목사회(회장 정익수 목사) 회원을 
초청하여 구정 맞이 설잔치를 개최
했다.
예배는 정익수 목사의 사회, 이강

일 목사의 기도, 봉헌기도 및 축도
는 이성철 목사로 진행했다.
강유남 목사는 ‘나의 영생의 5단

계’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대로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1
단계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던 단계이
다. 그리고 2단계는 예수 그리스도
를 영접하지 못한, 혼과 육으로 사
는 사람의 삶이며, 3단계는 예수 믿
고 구원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복락
원 삶을 산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강 목사는 “4단계는 사

후 세계로, 2단계의 삶을 살다 죽
은 사람이 가는 곳이고, 3단계 영혼
이 구원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낙
원이며, 5단계는 주님 재림시 육이 
구원 받아 영과 혼과 육이, 영원 천

국과 영원지옥으로 가는 영
생의 존재이다”라고 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예배 후 오찬에서 50명이 

넘는 참석자들에게 랍스타 
요리가 포함된 푸짐한 식사
와 선물이 전해졌고, 강 목
사는 “이민사회와 교회를 위
해 평생을 바친 원로 목사님
들을 대접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주예수사랑교회, 원로 목사 초청 ‘설잔치’ 열어

▲주예수사랑교회가 원로목사회를 초청해 설잔치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나의 영생의 5단계’라는 제목으로 이땅에서의 삶이 중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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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신학대학(원) 지도교수 박준열 
목사와 신학생들은 지난 1월 15일부
터 20일까지 엘살바도르(황영진 황
은숙 선교사)에 단기선교를 진행했
다. 일행중 임지형 집사는 선교사역
을 중심으로 느낀 점을 기행문 형식
으로 보내왔다. (편집자 주)

주님!
저는 선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구실을 지어 안 가고 싶
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여유도 없고 
.... 나름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런 시
간이 있다면 조용히 집에서 쉬고 싶
습니다.
왜? 저까지 그 곳에 가야 하나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연치않게 주님을 체계적으로 더 
알고자 해서 입학하여 배우는 과정
에서 ‘복음 중심적 선교학’ 시간에
서 교수님이 “신학을 배우는 학생
이라면 생생한 그리스도의 복음 현
장을 경험해야 되지않느냐”는 것이
였습니다.
교회에서 일년에 서너번씩 선교를 

떠났지만 항상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그렇게 지냈으며, 나의 기도 제목과
는 무관하게 떠날 수 밖에 없는 상
황이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교수님
과 4명의 학생들은 1월 15일 부터 20
일 까지의 단기간 일정으로 새벽 4
시에 여명을 해 집으며 엘살바도르
로 향했다.
구름 위로 나는 비행기에서 지상

을 내려다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한달여 기간 동안 달고 지낸 기침으
로 목도 아프고, 사는 일들의 숙제로 
마음은 복잡하고 긴 한숨속에 5시간
의 비행으로 산 살바드로의 공항의 
모습이 드러났다.
출발 하기전 백과사전으로 알아 

본 엘살바드로는 중미에서 가장 좁
은 면적이지만 멕시코를 제외한 중
미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
가로, 인구 조밀도가 중미 최고이지
만 엘살바드로 인의 근면한 이미지
로 중미의 일본이라 부른다고 했다.
좁은 국토에 산악 지형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자원, 혹은 지하자원이 

거의 없어 이용 가능한 토지 전부
와 산까지 농업용으로 개간하고 있
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심각한 국가
이며, 지진 및 화산활동이 활발한 곳
으로 심각한 자연재해에도 종종 있
으나 화산 인근의 화산재 토양이 농
업에 적합한 비옥한 토지이기에 인
구가 모여살 수 밖에 없어, 주민의 
불안한 생활이 계속된다고 했다.
엘살바도르 공화국으로 독립 이후 

내전과 군인들이 국민들을 박해하는 
군사 독재가 이어지면서 정국이 줄
곧 혼미한 상태이며, 오랫동안 독재
와 내전을 거쳤기 때문에, 정국이 불
안정한 국가의 이미지가 강하며, 정
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식민지 시대
의 지배계층인 스페인계 소수 백인
의 후손인 지주 계층이 토지를 절대 
독점하고 있기때문에 ‘14가문’ 이라 
부르는 이들이 나라의 부와 권력을 
사실상 틀어쥐고 있으며 당시 엘살
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은 소수의 군
인 정치가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지
주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한 과두 정
부였고, 대부분 지주 계급으로 구성
된 과두 정부에 의해 많은 농민이 학
살당하거나 난민이 되었다.
당시 엘살바도르 로마 카톨릭교회 

지도자인 오스카르 로메로 대주교는 
그를 지지한 사제들과 함께 군사 독
재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기독교인에게 “구원은 죽
어서 피안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
닌, 억압받는 이들이 해방시키는 것
이다” 라고 설교하여 군사독재 정권
을 비판해왔다고 한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로마 카톨릭 

교회 신자이며 문화적 영향력이 커
서 주요 국경일도 로마 카톨릭 교
회와 관계된 것이 많으며 국민들은 
축구를 매우 좋아하며, 배구와 야구
등을 널리 즐기는 엘살바도르 사람
들은 미국인들이 기억하는 이미지는 
중남미 국가중 가장 착하고 선하며 
근면 성실하다고 들었던 기억의 전
부를 가슴에 안고 구름아래 엘살바
도르가 나를 맞이 했다.
산봉오리가 굽이 굽이, 산등성이 

첩첩이 계곡으로 뻗어나고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 보는 엘살바도르는 
멋있었다.
미리 익혔던 국가의 이미지는 망

각하고, 그저 하나님이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다 참으로 
아름답겠구나! 저 세상 아랫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것 
처럼 우리 사는 일이 다 그렇게 보
잘 것 없는 것아닐까?
전도서가 한 구절이 생각났다. 헛

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것이 헛되
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

은 영원히 있도다... 전에 있던 것도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한 일도 다
시 하게 될 것이니 세상에는 아무것
도 새로운 것이 없다... 나는 그렇게 
두고온 나의 숙제를 잊고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 나

오는데 이곳이 한 국가의 공항이란 
말인가? 하는 정도로 빈부의 차이를 
느낄수 있었다.
산 살바도르 공항에서 출발하여 

우리 목적지인 마을 이름이 예수빌
리지란 마을까지 3시간 정도 걸린
다고 했다.
오후 2시반에서 공항에서 출발하

여 공항을 빠져나오니 수레에다 영
코코넛을 파는 상인들을 즐비하게 
관광객을 맞이하려고 늘어섰다. 우
리 자랄 때 시골 오일장처럼 그런 
모습에 사람들. 그 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황영진 선교사님이 차에서 내
려 사가지고 하나씩 안겨 주는 선교
사님에 배려에 가는길 바빠 토스트
와 영코코넛을 빨대로 들이키며 중
남미의 엘살바도르에 스며들기 시작
했다.
도로를 달리면서 횡단보도를 볼 

수 없었다. 선교사님 말에 의하여 국
가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국비가 없다고 했다.
신호등 부대비용을 감당할 수 없

다는 국가의 가난, 길을 건너기 위
해 양쪽을 살피고 있는 사람들, 사
고가 나면 (?) 하찮은 목숨값... 사는
일 보다 더 힘든 가난이란 이름, 우
리는 새벽에 출발해서 하루종일 온 
도착지 호텔에서 여정을 풀고 저녁
을 먹었다.
그리고 내일 또 선교지까지 30-40

분을 더 가야한다고 했다. 심해진 기
침과 몸은 아프고 익숙하지 않은 낯
선 음식, 긴 여행의 일정을 나를 긴
장에서 풀어지게 하고 숙소에서 들
어선 나는 당황했다.
처음 와 본 선교지의 호텔, 한국에

서의 여인숙보다 못한 상황으로 정
말 짜증이 최고점에 다달았는데, 거
의 이십년째 해마다 두서너군데씩 
선교를 다니신다는 권사님이 내게 
이렇게 말한다.
“선교지 호텔이 다 그렇지. 뭘 바

라고 왔어요? 그래도 이건 정말 훌
륭해요. 내가 다녀본 선교지에 비

하면, 선교지 호텔은 다 무늬만 호
텔이야.” 울상인 내게 이렇게 말씀
하신다.
“저는 호텔이라고 해서 샴푸나 린

스는 당연히 있는 줄 알고 그냥 왔
어요.” 했더니 “내 것 있으니 같이 
써요.” 하신다.
샤워실은 물줄기도 시원찮고 배수

도 잘 안되고 청결 또한 열악하고 
살충제가 진동하여 잠을 들 수가 없
었으며 스물스물 뭔가 기어들어 올
것 같은 침침하고 퀘퀘한 냄새가 나 
어릴적 방학이 되면 외갓댁에 가서 
머물고는 했는데 그 때 한 여름이면 
한창 두엄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각종 모기나 날파리 극성으로 쑥 불 
놓던 그 안개가 떠올랐다.
그러나 이곳은 물조차 부족하며 6

개월은 건조하고 6개월은 비가 자
주 온다고 했다. 건조한 계절은 미
세먼지와 살인적인 더위는 최악이라
고 선교사님은 말씀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 기행문

▲엘살바도르 단기선교를 나간 임지형집사와 아이들 단체사진

교계뉴스

대뉴욕지구한인교회연합회 산하 
청소년센터(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 AYC)가 목회자를 위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목회자가 컴퓨터와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회사역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기획 되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활용을 강의하
는 기초반,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
리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는 중급반, 
일러스트 및 포토샵을 이용한 디자
인 등을 강의하는 고급반이 운영된
다. 개강일은 3월 5일이다. 
기초반은 인터넷 검색, 이메일과 

SNS 활용, 스마트폰 사용 및 타블렛
을 이용한 설교 원고 사용 등을 강
의하며, 중급반은 파워포인트를 활
용하여 행사 및 선교 프리젠테이션 

작성하는 법을 단계별로 연습한다. 
고급반은 어도비 일러스트, 포토샵, 
프리미어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인쇄물과 영상 제작 방법
을 강의하며, 주보, 헌금봉투, 행사 
포스터, 설교영상 만들기 등의 실습
이 포함되어 있다. 
기초반은 오전 10시-11시, 중급반

은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30분, 
고급반은 오후 8시-9시에 열리며, 
기초반과 고급반은 월(A반), 목(B 
반) 양일 중 하루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고, 중급반은 월요일에만 운영
된다. 수강료는 기초반과 중급반은 
$50, 고급반은 $100 이다. 
■신청 관련 문의: 사무총장 김준

현 목사(사무실 718-279-1313, 휴대
전화 212-464-7812)₩

 AYC, 목회자를 위한 
컴퓨터 교육 실시

<8면에 계속>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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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뉴욕기독교방송 사장 
문석진 목사는 한국의 CITS(국제
기독교금주학교) 방송국 게스트로 
방문해 금번 한국 방문 소감과 향
후 계획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
다. 진행은 허빛나 전도사. 
Q. 이번 한국 방문에서 하신 일

은?
A.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

최와 더불어 선교를 위해 홍천, 강
릉, 서울 광림교회 장천홀, 인천 영
광교회, 울산 화봉교회, 밀양 별빛
교회 등에서 공연을 하고 강릉역과 
주변 카페거리에서 한글과 영어로 
된 전도지, 그리고 스카프를 제작
하여 건빵과 함께 나눠주는 전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외국사람들
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Q. 한국 방문 중에 가장 인상 깊
었던 일은?
A. 광림교회 장천홀에서 음악회

로 연주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

다. 그리고 교인이 30명인 밀양 별
빛교회에서 어린이 아홉 명, 학부
형 세 명, 나머지 분들이 관객이었
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합창하
고 연주한 것이 기억에 남고요. 한 
번은 충청도 작은 교회에서 인터
넷에 있는 저희 연주 영상을 보시
고는 “우리에게도 와주세요.”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와야 하나 생
각하고 있습니다.(웃음)
또 한 가지는 평창동계올림픽 기

간 동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한 것이 인
상 깊었는데요. 처음에는 평창에까
지 어떻게 가야하나 하고 생각했
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
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 같아 기쁘
고, 팀원들과도 하나가 되어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Q. CBSN, 뉴욕기독교방송을 소
개해주시기 바랍니다.

A.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뉴욕기
독교방송은 4년 전에 개국해, 24시
간 인터넷방송이어서 전 세계 어
디서든 인터넷만 되면 들을 수 있
는 방송입니다.
사실 이런 방송이 전 세계 어디

에도 잘 없는데요. 보통 다른 방송
은 라디오나 TV로 방송하면서 인
터넷으로도 내보내기도 하고, 일반 
인터넷 방송은 1시간짜리 방송이 
대부분이지만, CBSN은 24시간 복
음만 전하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차
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48명의 설교 방송을 모

두 편집하여 매주 업데이트해 내보
내고 있고요. CBSN 합창단이 20
여명이나 있어서, 매주 화요일 모
여서 연습하고,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 향후 계획하는 사업은?
A. 2016년도에 꿈의 무대 카네기

홀에서 CBSN 합창단이 합창을 했

습니다. 한국에서 4팀, 미국에서 7
팀의 합창단이 참여 했고요. 800명
의 연주자들이 연주를 했습니다.
카네기홀 역사상 800명이 올라

간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성황리에 
2,500석을 다 채우고 모은 헌금으
로 3개의 센터에 각 만 불씩, 3만 
불을 장애인과 노숙인을 돕는 일을 
하도록 기부했습니다.
이에 힘을 입어서 2018년 9월 23

일 다시 카네기홀에 서게 되었는
데요. 지금 좋은 팀도 섭외가 되고 
있고요. 영성과 음악성이 깊은 합
창단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
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행사
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
다. 덕분에 카네기홀 공연은 지금 
CBSN방송국에서 가장 큰 행사가 
되었고요.
Q. 중독 치유 전문 방송인 CITS

방송 개국을 돕고 계신다고 들었
습니다.
A. 불과 1년 전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세미나를 시작했는데요. 이
렇게 좋은 시설에서 저를 인터뷰
까지 한다는 사실에 감개무량 합
니다. CITS 대표 김도형 목사님께
서 뉴욕기독교방송에 오셔서 인터
뷰를 저와 하시고, 방송에 관심이 
있다고 하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고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역량 
있는 분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열었
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니 스튜디
오를 만들고 편집실, 영상과 조명, 
뒷배경까지 준비되었더라고요. 방
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정말 기대됩니다.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

다 보면, 어떤 분은 자살하려고 결
심하다가도 방송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
울이다가 진행자의 메시지에 죽음
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다는 간증을 들을 수 있는데, 중
독방송을 통해 그런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

립니다.
A. 사실 CITS 만큼 중독 사역을 

신실하게 사역하는 곳을 찾기 쉽
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죄

에 빠진 피폐한 영혼을 건져내는 
사역을 보면서 그동안 새움교회, 
CITS와 교제를 했는데 뉴욕에 오
셔서 이러한 사역을 펼치기를 원하
시는 김도형 대표님의 소망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도 알코올이나 도박에 빠

져서 삶을 포기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뉴욕에도 오셔서 도움이 되어 주시
고 중독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펼
쳐나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
다.(정리 허대성)

CITS가 만난 사람, 뉴욕기독교방송 사장 문석진 목사

 CBSN

-미동부 찬양선교단,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개최 선교위해 한국방문 공연
-CBSN, 노숙자와 중독자와 같은 불우이웃돕기 카네기홀 찬양대합창제 운영

-CITS 중독치유방송국과 협력해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해 

1화 종교개혁
2화 종교개혁의
발생배경
뉴욕기독교방송(CBSN)이 시

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이 
시대의 참된 양식을 맛보게 될 
새로운 프로그램 CBSN 성서학
당을 방송한다. 성서학당은 크리
스천의 삶에 새로운 지표를 제시
하게 될 것이다. 
첫 순서로 뉴욕장로회신학대학

(원) 임선순 교수가 종교개혁의 주
제로 강의했다. 두번째순서로는 종
교개혁의 발생배경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이 강의는 12화에 걸쳐

방송될 예정이다.
또한, 임선순 교수의 성서학당은 

유투브(Youtube)를 통해 다시보기 
할 수 있다.  

임선순 교수의 성서학당

▲뉴욕기독교방송 문석진목사가 CITS중독치유방송국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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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면 기사 계속>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 기행문(2)
하셨다.
이튿날 우린, 일찍 일어나 낯선 

이국에 풍경과 마주했다. 산 중턱
에 쯤 자리잡은 호텔은 그냥 큰 저
택 정도의 수준이였고 마주 바라보
는 산 풍경이 아름다웠다. 뒷 뜰을 
거닐며 바나나, 라임, 무화과, 각종 
이국적인 과실수들이 있었고 대부
분 자급자족 하는 것 같았다. 이국
적인 풍경에서 삶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감탄하고 있
었다. 구약시대의 삶은 어떘을까? 
권사님의 일방적인 설명을 듣는 

거지만 참 좋았다. 그리고 우리는 
때가 되어 선교센타로 떠났다.
우리 일행 선교팀이 선교센타에 

도착해서 아침기도 드리고 선교사
님 부부의 정성어린 한식으로 아
침을 먹고, 각 가정으로 방문전도
를 하는 것이였다. 모든 거의 물자
가 귀하니 가축을 기르고 있었으
며, 특히 닭, 개, 그리고 고양이 드
물게는 사슴도 키우고 있었다.
내 어릴 적의 한 농가처럼 그런 

풍경이었으나 이곳은 거의 국토가 
첩첩이 산으로 되어있으니, 일제치
하 식민지 시절 우리나라가 일본 
군인을 피해 언덕으로 올라가 판
자촌을 지었듯이 이곳도 등산 민
족처럼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야 되
었다. 
오르고 내리고 좁은 산길로 전도

하며 보는 상황은 우리나라 70년대 
청계천 판자촌을 연상케 했다.
생계가 막역한 사연, 특히 부모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슴이 아
팠다. 돈 벌러 간다며 미국에 불법
으로 넘어간 부모, 어리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 없어 할머니나 친척

에게 맡겨진 아이들, 불법으로 넘
어가다 총 맞아 한쪽 다리 절단했
다는 사연, 제 때에 의료시기를 놓
쳐서 당하는 고통과 소외, 또한 잘
못된 처방으로 벙어리와 귀먹어리
가 된 루디라는 청년, 태어날 때부
터 봉사가 된 까를로스 그의 소원
은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는 것이 
소원이겠지요?
약간의 빛과 어둠만이 구별되는 

상황이니 만약 미국에 살았다면 각
종 검사에 상황이 많이 호전될 것
이라는 안타까움, 이렇게 방문 전
도하면서 우리 선교팀이 느끼는 것
은 우리의 손길이 너무 턱없이 빈
약하다는 느낌만 들었다.
이곳에 사람들의 고통은 너무 아

파서 기어 들어간 울음의 소리를 
잊어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고통
을 망각하는것 같다. 대부분 우리
가 보낸 시선에 무표정하다. 희망
도, 일도, 아무 것도 없는 그 곳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미
국에 가야 한다는 것이 전부 인것 
같았다. 그래서 동양사람이지만 미
국에서 왔다는 말에 더 관심이 있
어 했다. 언젠가 가야될 것으로 생
각해서 영어에 대한 열의가 깊었
고 선교는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
는 것같았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교회도 참석

했고, 또 갓 20대 청년 목사로 열
정적인 기도와 찬양 등이 인상적이
었으며, 권사님이 왜 우리가 주 예
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영
어로 설교할 때 통역을 하던 마이
클 조차 눈물을 보였다. 현지인들
도 진심으로 청중하듯이 메모하는 
것을 보았다. 

또 현지인이 원해서 시작되어진 
노천 기도회도 가보았다. 해가 갈
수록 더해 간다는 청중들에게 목사
님과 전도사님의 삶의 파노라마 속
에 예수님 구원을 받은 간증을 했
다. 노방이지만 주님에 대한 기도
와 찬양이 누구보다 못하지 않겠
는가? 예수님이 기뼈 받으실 줄로 
믿는다.

현지인으로 지식 계급층인 닥터 
카를로스(이곳의 남자이름은 대부
분이 카를로스가 많다고 함)는 동
양인이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안
위와 형편을 살펴주는 선교사님의 
감동이 되어서 일까? 처음의 부정
적인 시각을 벗어버리고 친구가 되
어서 서로 배려하며 격려하는 사이
가 되었다며 선교사님의 친근감의 
표시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그가 근무하는 병원과 그리고 가

정방문 치료과정을 엿볼수 있었으
며, 그의 친구의 별장이라는 호수 
속의 작은 섬에서 피크닉을 가졌
다. 그의 친구들과 즐거운 한 때
를 가지며 그 분에게 선교도 했다.
자기 부모의 카톨릭 종교와 부인

의 기독교와의 사이에서 그냥 중
립을 지키고 있다는 말에 시종일
관 권사님이 진정한 크리스쳔이란 
입장을 놓고 혼신을 다하시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 분은 이 지역
에서 지식인이며 이곳 사람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입장을 생각해
서 더 전도에 전념하시는 것 같았
다. 나도 또한 그런 권사님의 사역
이 부러웠다.
또한 미국에서 20년간 불법체류 

하다가 떘겨간 마이클은 우리의 통역
을 돕는 과정에서 그도 현지인으로 
이제는 어엿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 조심을 엿보였다. 서당개 3년이
면 풍월을 떘는다더니. 그도 이런 통

역을 한 삼년 차되니 이제는 그도 
그리스도의 영이 서서히 깃들어져 
가고 있었다. 그 옛날 많은 외국 선
교사님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또한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로 성장
했고 영적인 성장도 같이 해서 그 
도움을 받던 우리가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고자 바톤을 이어
서 릴레이 중이다.
안 오고자 발버둥치던 전도사역. 

그저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했던 
신학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였
을까? 반신불구로 태어난 여자아
이를 둔 어머니의 깊은 슬픔 속에 
우리 선교팀은 같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소원을 간
구하고 위로하며, 하늘 위에 소망
과 기도의 힘을 들려준다. 간절히 
함께 혼연일체로 기도한다. 하나님
의 복음이 이곳에서 확장될수 있도
록 이 연약한 어미에게 기적을 보
여달라고, 우리는 부자라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복
음을 위해 시간도 십일조 하는 마
음으로 이곳에 온 것을 권사님은 
강조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짓없이 성

실히만 살면 되는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 생각했다. 내가 꼭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사람
은 나보다 더 신앙적이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으며 나는 외면하
기에 바빴다.
사는 일도 힘든데 내가 궂이 사

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
다. 이곳에 와서 내가 힘들게만 느
꼈던 일상들이 그 들이 고통에 비
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
다. 노력을 하면 기회와 보상이 주
어지는 사회에 있다는 것 조차 축
복이라는 생각을 한다.
아무리 이곳의 암울한 상황을 애

기한 들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신
앙인이라면 선교여행 한번 권하고 
싶다.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
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축복

을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선교지
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
뼈 받으실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이 없는 지

역으로 전도를 해야 하고 올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위해 
관심과 사랑의 씨앗을 계속 쉼없이 
뿌려야 하지 않을까? 값없이 예수
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는가?
먹고 마시는 지출 금액 십일조를 

모아서 하나님이 기뼈하실 선교를 
해보길 권한다. 내가 그랬듯이 누
군가가 할 것이라는 무관심말고 진
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과 
잠시라도 사랑과 관심을 교환할 수 
있게 되기를 이 모든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아멘.
임지형 집사

어려운 선교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뼈 받으실까?

노방이지만 
주님에 대한 기도와 찬양이
누구보다 못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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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동계 축제 2018 평
창동계올림픽이 25일 저녁 
화려한 폐회식과 함께 17일
간의 열전을 모두 마무리한
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안보 문

제와 날씨, 수송 등 많은 우
려를 불식시키고 역사상 최
고 동계올림픽이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창 동계올

림픽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도해온 개신교계는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을 앞
두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서울대치순복음교회(한별 

목사)는 25일 오전 주일예
배를 평창동계올림픽 감사
예배로 드렸다.
한별 목사는 설교에서 “평

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안
보를 비롯해 많은 우려들이 있었
다”며, “이에 기독교인들이 기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평창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전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이 좋은 날

씨 속에 아름답게 마무리 된 것
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덧
붙였다. 
서울대치순복음교회 평창동계

올림픽 감사예배에는 올림픽 선

교활동을 위해 방한했던 러시아
다문화선교팀 73명이 동석했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등 20

여개 도시에서 온 러시아 선교팀
은 올림픽 기간 내내 강릉과 평
창에서 응원 플래시몹과 전도 활
동을 펼쳤다. 
블라디미르 레베데프 목사는 “

하나님이 올림픽을 위해 평창에 
모인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다”며, “러시아 선교팀
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도하시
고 섬겨주신 교회에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강릉시기독교연합회를 도와 강

릉 올림픽파크 인근 소망장로교
회에서 ‘올림픽 단기선교’를 펼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22일 
올림픽 선교활동을 결산하는 간
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강원도기독교총연
합회장 서석근 목사, 강릉시기독
교연합회장 이철 목사, 최명희 강
릉시장도 참석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올

림픽을 통해 온 세계가 평창과 강
릉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하고 
있다.”며, “그동안 북극보다 추웠
다는 이곳에서 고생한 사랑의교
회 교우들을 포함한 모두의 노

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명희 시장은 “평창올림

픽 개최하기까지 2번의 유치 
실패 후 다시 도전하자는 의
지와 의견을 모은 시발점은 
바로 강릉시기독교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교회들이었다.”
며,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사랑의교
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강원도기독교총연합

회 회장 서석근 목사는 “3
번째 도전 만에 마침내 개최
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
의 섭리인 것 같다.”며, “세
계정세가 어려운 가운데 열
린 올림픽을 통해 남북갈등
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기
대한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올림픽 기간

동안 400여 명의 성도들이 찬양
과 문화공연, 전도, 다과 봉사활
동을 펼쳤으며, 미니버스를 지원
해 외국인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
왔다.
올림픽기간 동안 선수촌 종교관 

예배를 집전한 세계스포츠선교회
(이사장 이광훈 목사)는 23일과 
24일 각각 대관령성결교회(박해
운 목사)와 강릉 반석감리교회(
서석근 목사)에서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선교페스티벌’을 열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선교페스티벌

에서는 가수 민해경 집사와 둘다
섯 우영철 장로, 소프라노 강명
숙 손경진, 테너 오선중, 바리톤 
서오석, 피아니스트 이경미, 해금 
윤하림 등이 무대에 올라 올림픽
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대회기간 미션하우스를 운영

한 평창동계올림픽선교위원회(위
원장 우순태 목사)는 다음 달 9
일부터 개최되는 평창 동계 패
럴림픽 준비 체제에 돌입한다.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평화올림픽, 좋은 날씨는 하나님의 축복”

“강하고 담대한 레이스 펼치길” 기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감사예배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감사 예배가 25일 오전 서울대치순복음교회(한별 목사)에서 열렸다

▲선수촌 종교관에서 활동한 세계스포츠선교회 임원들 ▲단기선교활동을 펼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와 강원도 교계인사의 간담회

한국뉴스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크리
스천 선수들이 18일 강릉 선수촌
과 평창 선수촌 종교관에서 주일예
배를 드리고 믿음의 레이스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18일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강

릉 선수촌 종교관에서 열렸다. 예
배에는 쇼트트랙 남자 1000미터에
서 동메달을 차지한 서이라 선수와 
쇼트트랙 계주에 출전한 김예진 선
수, 남자 아이스하키 김상욱 선수 
등이 참석했다.
예배 설교를 전한 진천선수촌교

회 윤덕신 지도목사(올림픽선교회 
실무회장)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
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께서는 그 소원을 행하신다”며 선

수들을 격려했다.
예배에 참석한 선수들은 “강하

고 담대한 마음으로 시합에 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고 기도했다.

설상경기가 열리는 평창 선수촌 
종교관에서도 주일 예배가 드려졌
다.
18일 오후 6시 30분 열린 주일

예배에는 여자 봅슬레이 국가대표 

상비군 서미란 선수와 알파인스키 
종목에 출전한 김소희 선수가 참
석했다.
설교를 전한 나운주 목사(미국 

워싱턴 광야선교회)는 “믿음에는 

폭풍과 고요, 은혜의 3단계가 있
다”며, “폭풍과 고통의 과정 속에
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들을 가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레이
스를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예배에는 진천선수촌교회 박철

승 지도목사와 세계스포츠선교회 
실무회장 최현부 목사 등이 함께 
참석해 선수들을 위해 기도의 시
간을 가졌다.
한편, 세계스포츠선교회 임

원들은 올림픽 기간동안 종교
관을 찾는 선수와 임원들을 위
한 상담과 기도 등 심리적 안정
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여기는 평창] 선수촌 종교관 예배

▲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 신년감사혜배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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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3만 3천 시대를 맞아 이들
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요구되
는 가운데, 북한 말로 번역된 성경
이 있어 눈길을 끈다.
평양식 공동번역 기반…”기독교

인 관심 필요” 한국 순교자의소리
(회장 폴리 현숙)가 발간한 <조선
어 스터디 성경>엔 북한 말로 말씀
이 번역돼 있다. 말씀으로 통일 시
대를 준비하자는 것이 순교자의소
리의 요지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
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우
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우에 하나
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창세기 
1장 1-2절)”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
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여 그
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주셨
다.(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북한 말로 번역돼 눈길을 

끄는 <조선어 스터디 성경>은 조
선어 평양식 공동번역에 기반했다.   
순교자의소리에 따르면, 이 번역

판은 실제 북한 정부가 번역한 것
으로, 북한이 1983년과 1984년에 신
약과 구약을 각각 1만 부씩 인쇄한 
바 있다. 그러나 평양에 있는 북한
의 선전용 가짜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배포되지 않았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이 번역

의 복사본을 북한으로부터 밀반출

했고, 그것을 복제해 <조선어 스터
디 성경>으로 새롭게 편찬했다.   
순교자의소리는 “통일에는 복잡

하고 정치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
지만, 기독교인들에게 통일은 본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며, “무엇보
다 통일은 개인적이며 영적인 변화
라는 생각을 갖고, 기독교인 각자가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북한어로 번역된 
성경은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의 사
랑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며, “그들이 이해하는 방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혜인(hanhyein@goodtv.co.kr) 

시대의 지성이며 99세의 나이에
도 왕성한 저작 및 강연 활동을 펼
치고 있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
수. 그는 대한민국 철학 1세대로서 

김태길 서울대 철학과 교수, 안병
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와 더불어 3
대 철학자 겸 수필가로 불리며 학
문 연구와 집필 활동에 힘써왔다. 
김 교수는 첫 수필집 <고독이라는 
병>과 세기의 베스트셀러였던 <영
원과 사랑의 대화>를 비롯하여, <예
수>, <백 년을 살아보니> 등 철학과 

신앙의 사유가 담긴 에세이를 통해 
신앙인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다. 최근 펴낸 <선
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는 상
수(上壽)를 앞둔 김형석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신앙과 인생을 고스란
히 기록한 책이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준 시대의 거목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었기에 매서운 겨울 바람
도 가볍게 느껴졌다.
- 책에서 “인간은, 즐겁고 평탄한 

세월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사람이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다
고 느낄 때는 의사를 찾고 건강해
진다. 사회도 그렇다. 경제가 어려
워질 거다 호들갑을 떨 때는 괜찮

다.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거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인지 무엇이 병들어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
한다. 한국교회는 지금 맞이한 어려
움의 시간을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
는데 사용해야 한다. 규모와 인원

에 집착하는 교회가 아닌, 인류와 
역사를 위한 진리를 펼쳐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
- 1920년 평남에서 태어나 일본 

조치대학교에서 철학을, 연세대와 
하버드에서 교수직을 역임했다. 책
에서 그 과정에서 만난 이웃 종교
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
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
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나는 가톨릭 계열인 일본 조치대

학교에서 철학을 배웠다. 이 학교는 
독일 교구에 속한 곳이었는데 기독
교적인 분위기가 일절 없었다. 내가 
가르쳤던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관

련 과목이 있어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예배 시간이 있었으나 조치대
학교는 학문과 신앙이 완전히 구별
된 곳이었다. 이들은 가톨릭 신앙이
나 미사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주입 
시키지 않았다. 한때 가톨릭은 교
회주의의 폐해가 심각했다. 가톨릭
의 교회주의는 인문주의와 종교개
혁을 통해 거센 도전을 받았다. 이
러한 경험을 통해 가톨릭은 변화하
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것을 체험
했다. 시대적 도전 앞에서 방향을 
바꾸고 각성운동을 시작했다. 바티
칸공의회 이래 가톨릭은 이러한 변
화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바티칸 공의회가 천명한 것은 
한마디로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
는 것이지,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신교
는 가톨릭의 교회주의를 극복하면

서 나왔는데 요즘의 한국교회를 보
면 ‘내 교회’, ‘큰 교회’ 중심이 되
어 사회적 현안들을 외면하고 있다. 
또 불교는 어떤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왜 스님들의 책은 잘 팔
리고 목사님들의 책은 안 팔리냐?”
고 말이다. 그것은 간단하다. 스님
은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목사는 교

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불교와 
가톨릭은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들
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다. 그런
데 우리는 다름에 대한 존중이 부
족하다. 종교가 다르다고 무시하고, 
교파가 다르다고 배척한다. 그리스
도인이 보여줘야 하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배타성과 교만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교회와 교리를 
넘어 인류와 역사를 위한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 예
수는 교리가 아니다. 기독교는 인생
을 위해 있는 것인데 그동안 교리
에 붙잡혀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을 외면해버렸다.
 - 책에서 “교리의 계란을 깨고 

진리의 병아리를 낳아야 한다”고 
했는데,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교회에서 가능한 일일까?
 한 인간으로 성경을 읽으면 거기

에는 신학이나 교리는 존재하지 않
는다. 나는 신학이 없다. 믿음과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
독교 신앙이지 신학을 따라가는 것
이 기독교는 아니다. 기독교는 인간
문제와 그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인
간문제에서 출발하는 신앙이 되어
야 한다. 바울의 신앙이 여기서 출
발했다. 나도 인간문제를 통해 그리
스도께 갔다. 내가 가진 인간의 문
제를 그리스도께 묻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가치관을 삼았다. 이처
럼, 인간문제에서 출발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를 떠나지 않는

다. 하지만 교회가 신앙의 전부인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 신앙이 없어
진다. 계속해서 교리에만 머문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할 것이다. 목
회자들의 문제의식이 교리적 차원
을 넘어서야 한다. 
-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성경을 보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
라 큰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으
신다. 이상할 정도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대신 예수는 반복해서 이
웃 사랑을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이
웃이란 누구인가? 바로 민족과 사
회다. 도산 안창호는 민족과 나라
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었다. 교
회에 갇힌 신앙이 아닌 조국과 민
족을 위해 눈물 흘리는 신앙이 있
었다. 그는 나라를 사랑함과 더불어 
예수를 사랑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는 이러한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세
상은 교회를 위해서만 눈물 흘리는 

기독교를 원하지 않는다. 세상은 교
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누가 이
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리 너
머에 있는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교회에 희망이 있다.
 -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종교

적 역설의 시대. 한국교회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

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
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통해 
영광을 입으시는 차원의 분이 아니
다. 예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웃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가르치셨다. 기독교 신
앙과 우리의 삶이 문제를 안고 살
아가는 사람들에게 답이 되어야 한
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
는가 확신을 주어야 한다. 세상 사

람들은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종교
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이 진리인데, 이 진리는 우리
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주어진다. 예수
의 삶이 내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
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
생관과 가치관을 지닌 참 신앙의 

사람을 사회 모든 분야로 보내는 
책임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김
형석 교수는 인터뷰 내내 “미안한 
말이지만...” 이라는 말로 질문에 답
을 해 나갔다. 스스로 목회자도 신
학 교수도 아니라며 말을 아끼면서
도 조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직언
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 우
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
는지 모른다. 그가 말한 교회를 넘
어서는 일, 인간문제를 껴안는 일이 
교회를 다시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언제쯤 온전히 깨닫게 될까? 조준
만 기자(jojunman@goodtv.co.kr) 

탈북민 3만 3천 시대…”말씀으로 통일 준비하자”
평양식 공동번역 기반…”기독교인 관심 필요” 

“인간은, 즐겁고 평탄한 세월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통해 영광을 입으시는 차원의 분이 아니다.

김형석 교수 ‘교리의 굴레 넘어 예수의 삶 살 때 참소망’

▲9일 원천교회에서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났다.ⓒ데일리굿뉴스

▲ ⓒ순교자의소리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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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회장 방동섭 
목사)는 기독문학 21집을 출판하고, 
감사예배를 가졌다.
지난 2월 22일(목) 오후 6시30분 

LA 로텍스호텔에서 회원들과 미주
크리스천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
사)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부 친교와 식사 제2부에서는 예배, 
제3부는 출판된 기독문학 제21집을 
기념하면서 행사가 진행 되었다.
2부 예배는 정정숙 이사장이 인도 

했으며, 김신웅 장로가 대표로 기도
하고, 고영준 목사(시인 문학 평론
가)가 설교 했다. 고 목사는 마태복

음 6장 9절-13절을 본문으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제목으로 설교 했
다, 이어 방동섭 회장의 인사말과 원
회천 목사의 축도로 식순을 마쳤다.
3부는 이보영 장로(부회장)의 사회

로 21집 출판기념회로 진행하면서 회
장 방동섭 목사가 편집 보고를, 최선
호 목사(시인 문학 평론가)가 논평을 
하고, 정지윤 목사(크리스천문인협회 
회장)가 축사를 했다.
이번 21집에는 시, 시조, 수필, 단편 

소설 등 150편의 작품이 실렸으며, ‘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로 10명
의 작가들이 6편 씩 총 60편의 시를 
발표했다. 특집에 참여한 10명의 시
인은 최선호, 김신웅, 고영준, 신경
호, 유재철, 김주경, 방동섭, 정정숙, 
이성숙, 오영례 등이다. 3부 순서에
서 이성숙 시인과 신경효 시인은 각
자의 대표작 ‘생 복숭아’, ‘내게 인을 
치소서’와, ‘어느 사랑 이야기’, ‘섭리’ 
등 를 각 두편 씩 낭송 하기도 했다.
한편 미주한인 기독 문인협회는 22

집을 위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며, 
작가 등용문인 신인상 응모작도 기다
리고 있다. 아래는 21집에 수록된 이
성숙 시인의 <내게 인을 치소서> 전
문이다.
 

내게 인을 치소서                                       
       이성숙
어둠인 줄 모르고 광야를 걷네
유혹이 그물같이 둘리었어도 
어둠인 줄 모르고 광야를 걷네
어디가 빛인지 어디가 성막인지 
내게 인을 치소서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아비라
우물가 여인처럼 
쉴 곳 찾지 못하고 
외롬, 설움 나를 상하여
천둥 같은 울음 토할 때에도
천국 인을 치소서 
너는 나의 자녀라나는 
너의 아비라          
(김창호 기자)      

▲기독문학 21집 표지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에서는 선교일
선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여행중에 
있는 선교사들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선
교사들 50여명이 모여 2월 정기 예배를 드렸다. 
지난 3일(토)오후 5시 CMF 회관에서 김철민 장
로의 사회로 예배를 드리면서 김영호 선교사(예
맨)가 대표로 기도하고, 강순영 목사(JAMA 대
표)가 설교했다.
강 목사는 시편 144편 15절을 본문으로 ‘우리 

고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명’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대한민국은 우남 이승만 대
통령이 기독교를 건국이념으로 세운 나라다.”라

며 “기도로 시작한 첫 국회와 믿음의 여정으로 
일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자”
고 역설했다.
강 목사는 이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역사

적이며 신앙적으로 뒤돌아보며 오늘의 조국을 위
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라고 강력하
게 외쳤다. 이어서 제2부 순서로 아래와 같은 선
교사들의 선교 간증을 해서 상호간 큰 은혜를 나
누었다. *신태훈 선교사(요르단) *이동현 선교사
(미얀마) *전찬섭 선교사(태국) *이인흠 선교사
(C국) *길대섭 선교사(멕시코) 등이다. 
(김창호 기자)

강순영 목사, CMF 선교원 정기예배서 강조

시, 시조, 수필, 단편 소설 등 150편의 작품,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
미주한인 기독문인협회, 기독문학 21집 출판

‘우리 고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명’

▲ CMF 선교원 2월 정기 예배를 마치고 선교사들과 
스탭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부뉴스

세기의 전도자 빌리 그래함 목사 
추모예배가 2월 26일(월) 오후 5시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으로 미
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빌리 그래함 목사는 1918년 노

스 캐롤라이나에서 출생하여 60여
년 간 전세계를 다니며 전도 집회
를 이끌었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각종 매체를 통해 185개국 2
억 여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1973

년 100만명이 운집한 서울 여의도 
전도 집회와 1984년 한국 선교 100
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는 등 한
국과 인연이 깊으며, 1992년과 94
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
난 2월 21일 자택에서 99세를 일기
로 소천했다.   
200여 성도들이 참석한 추도예배

는 한기형 목사(상임회장)의 사회
로 엄숙하게 진행 되었고, 임승진 
목사(미주평안교회)가 대표기도를 
하고, 송정명 목사(대표 회장)가 
인사말을 했다.
송 목사는 “빌리 그래함 목사님

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복
음화의 산 증인입니다. 1973년도 

여의도 허허벌판에 110만명이 모
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몇몇 목회
자들이 성시화에서 개최를 하면 좋
겠다는 의견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류종길 총장(미성대학교)
이 고인의 약력을 소개하고, 최순
복 권사(여성 홀리클럽 회장)가 성
경 히브리11장 4절을 봉독했으며, 
목사 중창단이 추모 찬송을 불렀
다. 미주평안교회에서 준비한 추모 
영상을 본 후에는 박희민 목사(국
제 총재)가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박 목사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란 제목의 설교에서 “빌리 그래함 
목사님은 전 세계 2억명에게 복음
을 전한 위대한 전도자이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복음의 역사는 살
아서 역사하고 있다. 그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
자요, 목사였다. 그래함 목사는 강
단 위에서 보다 강단 아래에서 더
욱 신실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았으며,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강
조했다.
이어서 이정근 목사(미성대학교 

명예총장), 박성근 목사(로스앤젤
레스한인침례교회),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가 각각 추모사를 
했으며, 노형건 선교사(글로벌메시
아선교회)가 추모가를 불렀고, 샘
신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의 축도를 끝으로 추모 순서를 모
두 마쳤다. (김창호 기자)

전 세계 2억명에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전도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빌리 그래함 목사 추모 예배 열어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린 빌리그래함 목사 추모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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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을 앞두고 사랑의 쌀 나눔행사가 
2월 12일(월) 베이사이드에 있는 뉴욕한
인봉사센터(KCS) 커뮤니티센터에서 열
렸다. 올해로 3번 째 열리는 이날 행사에
는 최재복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긴급
구호기금위원 공동위원장과 변남현 MQ 
클럽회장을 주축으로 한 한인 후원자 15
명은 뉴욕 일원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비영리단체 및 기관 11개 단체에 쌀 200
포, 라면 80박스, 김치 10통, 사과 10박스
를 전달했다.

뉴욕 실버 선교학교(회장 김
재열 목사, 이사장 한재홍 목
사)가 2월 26일(월) 뉴욕 늘
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
에서 개강예배와 오리엔테이
션을 열었다. 한편, 실버 선교
학교는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과테말라에서 단기 선교를 떠
나며, 의료, 한방, 이미용, 안
경, 사진 등의 사역을 펼칠 예
정이다.

뉴욕 실버 선교학교 2월 개강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 본부는 버지니
아 와싱톤중앙장로교회
(KCPC, 류응렬목사)에
서 2월 22일(목)부터 24(
토)까지 미국과 해외 각
지역의 지부원들과 리더
십 100여명이 참가하여 
2018년의 비전을 선포하
는 대회를 개최했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와싱톤중앙장로교회서

설날 사랑의 쌀 나눔행사

미동부국제기
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1월 28일 뉴욕 기
쁨과영광교회(담
임 전희수 목사)
에서 2월 월례회
를 갖고 2018년 
중심 사역에 대
해 논의했다.

기아대책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면 기사 계속> <1면 기사 계속> 

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민사회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
명하고, 관련 법안 촉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연대하는 
희망에 대해 역설했다. 
이민자보호교회를 대표해 참석한 조원태 목사는 “뉴

욕 일원의 98개의 교회가 연합한 이민자보호교회는 10
명의 이민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으며, 뉴욕이민자연맹
과 함께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자 정책으로 강
제출국의 위기에 있는 이민자들의 우산이 되어 이 시
기를 함께 버텨 낼 것이다”라고 한인 교계의 관련 활
동을 보고했다.
조 목사는 “약자를 구하고 이방인을 환영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우리의 의무는 벽을 세
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이민자들은 서류의 여부나 
비자 상태와 상관없이 모두 커뮤니티의 일원이다. 우리
는 다카 드리머(DACA Dreamer)와 함께 드림액트 법 
통과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조 목사는 남북한의 분단으로 이산의 아픔을 겪

은 역사를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이 
비인간적이고 부당하게 이산가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
력히 비난하며,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야 말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하게 이어온 가치라고 강조했다. 
입장문 말미에 조 목사는 “절망은 사탄이 놓은 교묘한 
덫이다.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 말자. 용기있게 희망을 
얘기하자. 희망은 승리의 약속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
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98개의 한인 교회가 회원으로 가입한 이민자 보호 교

회는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DACA 대상자를 위
한 무료 변론 및 무료 신청서 작성 서비스는 물론 서류
미비자들의 실질적인 피난처 마련을 위해 지난 해 4월
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3월 5일에는 민권센터와 시민참
여센터 등과 공동 주관으로 ‘다카 드림액트 통과와 이
민개혁을 위한 랠리’를 개최할 예정이며, 휴스턴, 시카
고, 애틀란타, 워싱턴 DC 등의 지역과 함께 전국 연합 
조직으로 확대해, 오는 7월 11일 부터 13일까지 워싱턴 
DC 하얏트 호텔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욕이민자연맹, 종교계와 함께
‘드림액트 법 통과’ 공동입장 발표

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49년 뉴
스 1면을 장식하며, 8주가 넘게 여
러 전도대회로 이어져간 LA 부흥
집회를 계기로 큰 성공을 거둔 후 
1950년 빌리 그래함 복음전도협회
를 창설하여 전 세계를 누비며 복
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
다. 이 밖에도 1950년 12주간 이어
간 런던 전도대회와 1957년 16주간 
이어진 뉴욕 전도대회가 유명하다.
빌리 그래함 목사는 라디오, 텔레

비전, 영화 및 도서를 통해 전세계 
185개국 2억 여명에게 복음을 전했
으며, 20세기 후반 복음 주의 운동
에 앞장서며, 1993년 한 해에만 250
만명 이상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
심 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래함 목사는 1952년 한국전쟁 

때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를 열었

고, 1958년 서울운동장에서 이승만 
대통령 등 당시 정부 요인이 참관
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 했다. 
1973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빌

리 그래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에는 
110만명이 모였다. 또한 1984년 한
국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
해 설교를 하기도 했으며, 1992년과 
1994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초청
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모든 미

국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활동한 
그래함 목사의 대표 저서로는 마
지막 메세지로 알려진 ‘내 소망은 
구원입니다’를 비롯해, ‘새로운 도
전’, ‘인생’, ‘천사, 하나님의 비밀특
사’, ‘빌리 그레이엄의 소망’, ‘사랑
하라 너무 늦기 전에’, ‘마지막 설
교’ 등이 있다.

세상을 바꾼 복음전도자

빌리 그래함 목사 소천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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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평창올림픽 찬양선교단
전국순회연주 성황

특 집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한미 솔
리스트앙상블과 CBSN올림픽 합창단(
단장 김태수 목사)은 2월 6일부터 14
일까지 9일간의 전국순회연주를 성황리
에 진행했다. 

트럼프대통령 취임식과 이명박 대통
령 취임식에서 연주한 팝페라 가수 로즈
장은 ‘도라지’ ‘Amazing Grace’ ‘뮤지
컬 캐츠 삽입곡 메모리’ 등을 노래했다. 
제시유는 ‘사명’을 플룻, 소프라노 색소
폰, 바로크 클라리넷 등 세 개의 악기로 
연주했고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Swing 
Gospel’을 연주하자 청중들은 신나게 
박수하며 앵콜을 외쳤다.  

CBSN올림픽합창단(지휘 제시유 반주 
김대진목사)은 ‘주님 나라 이루소서’ ‘
축복하노라’ ‘Now Sing We Joyfully 
unto God’ ‘주님’ ‘시편 20편’ ‘은혜 아
니면’ 등의 아름다운 합창을 선보였다. ‘
축복하노라’의 곡 중 앤디 신이 플루트
로 협연했다. 공연하는 교회의 합창단과 
성가대는 연합찬양으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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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환 감독(인천영광교회 
담임)은 환영의 인사에서 “디
아스포라의 핵심지역인 뉴욕
과 뉴저지 필라델피아와 워싱
턴DC의 동포들은 북핵의 위협 
속에서 가장 초라한 동계 올림
픽이 될지도 모른다는 더욱 안
타까움으로 기도하였을 것이
다.”라며 “그런데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미솔리스트 앙
상블과 CBSN올림픽합창단이 
전국을 순회하는 연주를 하면
서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
한 찬양예배를 하는 것은 더욱 
고무된 일이다. 그중에 평창에
서 복음이 들어온 인천까지 와
서 찬양연주회를 가지게 되었
으니 이번 올림픽은 성공리에 
끝날 것이다.”라고 전했다. 

단장 김태수 목사는 “이번 미국과 한국에
서 활동하는 탁월한 연주자들로 한미 연합
팀을 꾸려서 세계평화를 견인할 평화와 선
교올림픽으로 지원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며 감사하다.”며 “전국을 순회연
주하며 올림픽참가자들과 한국의 크고 작
은교회를 방문해 함께 찬양하고 전도하는 
선교찬양을 하게 되어 기뻤다.”는 소감을 
밝혔다. 

평창올림픽 미동부찬양선교단은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강릉반석교회, 광림교회 
장천홀, 인천영광교회, 울산화봉교회, 밀양
별빛교회 등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특히 강
릉역과 안목카페거리에서는 거리에서 찬양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했다.(한국특별취재=
문석진 안수현)

미동부 평창올림픽 찬양선교단
전국순회연주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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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평화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를 구합니다

주일예배 :오전 11시  | 수요일 예배시간: 오후 8시 30분

- 주소(203-20 Rocky Hill Rd., Bayside, NY 11361) 인근교통 Q27, Q31, Q76. Q12, Q13

- 홈페이지 http://nypeacechurch.net

- 문의: 지휘자 (347-538-1587)

- 간단한 소개서와 이력서는 newyorktop@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사례비는 협의합니다.($400-500)/월 * 취업 스폰 가능합니다.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에서 찬양을 기뻐하는 경험있는 예배 반주자를 구합니다.

CBSN올림픽합창단,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

울산 태화강 뚝길 따라
십리 대나무 숲속까지
허드슨 강바람 불었네
쭉쭉 하늘향해 치솟은

크고 작고, 가늘고 굵은
대나무들 휘청거리며
비벼내는 오묘한 소리
서걱 서걱, 쏴~ 쏴아아
피아니시모, 포르테의
저 소리를 들어보았나?

에덴의 세미한 속삭임
숲속 가득찬 치유은사
CBSN 합창순례자들*
지친 영혼에 생기주네
세상욕심 채우지 않은
속 텅빈 숲속 대나무들
바람타고 부르는 노래
이민의 서러움 달래며

어울림 노래 잊어버린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댓잎 사이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조명 아래
오늘은 더욱 정감있게 
춤추며 화음 버무리네

...........
*CBSN합창순례자:평창올림픽시기에 찬

양선교를 위해 구성된 CBSN 혼성합창단

CBSN올림픽합창단이 12일, CTS 간증 프
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했다.
최선규집사와 김지선 집사가 진행한 인터

뷰에는 미동부찬양선교단 단장 김태수 목

사, 뉴욕기독교방송 사장 문석진 목사, 합창
단 음악감독 및 지휘자 제시유와 팝페라가
수 로즈장이 출연해 은헤로운 간증을 나눴
다. 인터뷰 중에 목관악기의 달인 제시유 교

수는 사명을 연주했고 올림픽합창단은 ‘시편 
20편’과 ‘은헤아니면’을 찬양했다. 
이 프로그램은 본방 2/27(화) 09시20분 에 

방영됐다.(한국 특별취재 문석진 안수현)

특 집

대나무 숲의 합창

예강 지인식
시인, 쿠바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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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이사장

LA 지사장

김 용 선

김 창 호

     

오피니언

이/상/명/칼/럼

성경은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복종을 요구
하는 구시대의 유물인가?
교회는 지난 역사 속에서 성경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오
독(誤讀)하거나 오용(誤用)하고 있다.
성경의 무대인 고대 지중해 세계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로 편만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성경의 어떤 본문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규제를 언급하고 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성경 본

문에 당황할 테고 어떤 이들은 여성을 비하
하고 차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어떤 본문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
성을 주장하여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위한 
지침이 되기도한다.
여성의 신분과 지위와 관련된 성경의 다양

한 목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가? 칼 융은 “성적(性的) 물음은 곧 종교적 
물음”이라고 주장한다. 기독교 역사에서 오
랫동안 유지해오던 성차별 의식은 기독교신
앙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고 묻는 것은 
종교적 물음이자 신학적 질문이기 때문이다. 
남녀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

다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다. 여성을 하대하거나 차별하는 당시의 
문화적 관습들이 성경에 부분적으로 반영되
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성경이 남녀차별
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
이고 편견이다. 어느 종교보다 기독교가 주
도적으로 양성평등에 근거한 여성해방운동
에 앞장선다.
여성의 인권과 참정권을 둘러싼 운동도 기

독교 문화가 끼친 여러 영향 가운데 하나다. 
이런 모든 사상의 원천이 바로 성경이다. 가
부장적 내용이 반영된 성경 텍스트를 해석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기록된 당대의 콘텍스
트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짚어보고 그 내용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리는 정밀한 해
석학적 작업을 해야 한다.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의 평등 또는 ‘동

등자의 제자도’(the discipleship of equals)
와 관련된 남녀평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비전은 세례 베풀 때 초대 교
회가 선포했던 다음의 구절에 반영되어 있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
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
나이니라.”(갈 3:27-28) 이러한 선언은 세례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
한다.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
도 안에서 옛 관습은 물론 인종, 계급, 성과 
관련된 모든 차별도 철폐해야 함을 의미한
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 남성들이 이방인이
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매일 
감사했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성차
별을 반대하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인간평
등을 주장하는 과히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다. 바울의 이 평등선언은 1948년 유엔
의 세계인권선언문의 기초가 되었다.
여성신학자 엘리자베스 피오렌자는 《In 

Memory of Her》에서 제자직을 ‘섬기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피
오렌자가 주장한 것처럼 제자직을 수행한 
이들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좌우에 
누가 앉을 것인지를 놓고 다툼을 일삼던 남
성 제자들이 아닌 여성들이었다(마20:21; 막 
10:37). ‘고난 받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
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달은 이들은 남성 
제자들이 아니었다. 그들 대신 십자가를 향
한 노정에 계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른 무
명의 여인이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
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
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
하리라 하시니라.”(마 26:13) 이 구절로부터 
피오렌자는 자신의 책 제목, “그녀를 기억하
며”(In Memory of Her)를 가져왔다. 초대
교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서로 평등한 역할
로 활동했으며 각자 받은 성령의 은사대로 
서로를 돌보고 세워 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피오렌자는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남녀평등
을 지향하였지만 이후 교회 내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과 거짓 교사들의 준동과 바깥 이
단들의 발호로 인해 제도화와 교권화의 과
정을 겪으면서 가부장적 공동체로 변질되었
다고 주장했다.
여성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것은 인간의 문제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
할 문제다. 여성학은 여성의 경험을 근거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다. 여성신학
은 인간이 남녀로 구성된 것처럼 여성 문제
는 곧 남성 문제고 여성 회복은 남성을 포함
한 인간 전체의 회복임을 주장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차별
적 행태와 관행의 심각성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기독교 안에서도 가부장적인 구조와 
언어로 성경을 해석하여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여기고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차별과 우열의 관계

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도
와야하는 상보적 관계다. 이런 점에서 교회
는 여성을 차별하는 언어와 관습과 행태를 
걸러내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파트너라는 의식을 심어주어
야 한다. 성을 초월한 하나님을 남성성 안에
만 가두는 것도 성 왜곡을 조장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곳도 많다. 바느질하시는 하나
님(신 32:4, 10, 18), 출산하시는 하나님(렘 
31:15-22), 모태를 지니신 하나님 (사 42:14), 
산고(産苦)하시는 하나님(사 49:14-15), 젖 
먹이시는 하나님(사 66:13), 어머니처럼 위로
하시는 하나님(시 131:2).

이상명 목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양성평등, 건강한 교회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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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주일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

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
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
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1.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로써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
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2. 이 하나
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
을 나는 믿습니다. 3. 그분을 전적
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
시며,4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5 그
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
실 수 있고,6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7
1. 지난 시간에 밝혔듯이 사

도신경을 통한 우리의 신앙고백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둘째는 성
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세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 오늘 이 시간은 성부 하
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본
다.
1)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전능하셔서 천
지 만물을 무에서(out of nothing)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뿐만 아
니라 그는 천지 창조와 함께  그가 
지으신 만물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
는 우주의 통치자요 주인이시다.
2)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
지는 믿는 자의 영원한 아버지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유한하다. 육
신의[인간의] 아버지는 늙어가면서 
오히려 자녀들로부터 봉양을 받아
야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
우시는 하나님이시다.
2.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정말 놀

랍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우주에 운
행하시며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다. 
1) 영원한 작정counsel과 섭

리providence로 지으신 모든 만물
을 붙드시고 보존하신다. 들풀도 입
히시고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
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마 6;10)
2) 만물의 출처요 원인이요 

종착역이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
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롬11:36)

3.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의 아버지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
속 사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약속에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
리아에게 주신 말씀에서 분명한 근
거를 찾을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
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 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
다 하라 하신대”(요 20:17).  바울 
또한 우리의 신분이 성령으로 말
미암아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
고 밝히고 있다.“너희는 다시 무서
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
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15-16) “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6)이는 그
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
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
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5-6)
4.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기독교의 백미白眉라고도 하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위
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
지 말라고 하시며 공중의 새와 들
의 백합화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인 그의 자녀를  하물며 먹이고 입
히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것
은 이방인(non-Christians)의 관심
사일뿐,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사
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파하셨다.
5.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고통의 바

다요,  슬픔과 질병 등으로 이루어
진 눈물 골짜기다. 하지만 하나님
은  이 험란한 인생 행로를 믿음으
로 경주를 한 자에게 승리의 면류
관을 씌워주신다. 그 하나님은 나오
미의 망가진 인생도 고치시고, 노예
로 팔리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
히기도 한 요셉의 인생의 큰 그림
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로 명명하
셨다.(롬8:28)

유 /기 /천 /칼 /럼

하이델베르크 지상 강좌(10)

-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 -

유기천 목사
뉴욕기쁨의교회 담임 

암(Cancer)은 2500년 전의 이집
트 피라미드 미이라에서도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인류가 시작
하면서부터 인류는 암에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그 만큼 암은 인류와 
함께 하였고 지금도 삶과 죽음을 
갈라 놓는 질병 중 가장 험악한 질
병이기도 하다. 그래서 금세기들어 
현대 문영의 이기를 한껏 누리면
서도 누구에게나 암이라는 진단을 
의사로부터 받는다면, 대부분 공포
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지
도 모른다.
암 진단을 받고 병원 의사의 지

시를 잘 따르면서도 민간요법, 대
체요법 등 수 많은 지식을 섭렵하
다시피 하지만 무엇이 암으로부터 
탈출이 효과적인지 판단하기가 쉽
지 않다. 
그 중에 수 십년 전부터 건강에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알카리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암은 산성 체질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알카리수를 마시면 암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그럴 듯한  
광고로 암환자, 가족들을 현혹 시

킨다. 
대부분 암이 PH가 낮은 산성도

에서 발생하는 것은 인정된다. 하
지만 암은 그 종류에 따라 산성 또
는 알카리 환경을 만들며 퍼져나
가는 것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암 발생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육종 (sarcoma) soft 
tissue 에서 발생되는 (지방,신경, 
인대, 근육, 혈관, 림프, 뼈에 발생
하는 모든 암) 암의 경우 암세포
는 암모니아를 방출한다. 그러므로 
육종은 알카리 환경에서 성장한다. 
이런 암 환자인 경우 알카리수를 
마시면 더 심해질 수 있는 경우가 
병원에서 종종 발견 된다. 
쥐 유방암 실험에서 10주 동안 

알카리수를 복용한 쥐는 대조군보
다 오히려 더 부정적 영향을 끼
쳤다.
암세포는 여러 물질을 분비하는

데 암 종류에 따라 젖산이나 암모
니아를 분비하고 젖산은 산성을, 
암모니아는 알카리 환경을 만들며 
성장한다.

알카리 환경에서 성장하는 육종
들은 알카리수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와 환자 상태
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암세포 자체는 단순하게 

판단하여 사멸시킬 수 없는 유전
자 변이가 심한 세포이다. 암세포
의 환경, 상태에 따라 변이가 심해, 
그동안 수많은 항암제를 개발했어
도 지금까지도 암을 완전히 사멸
하는 항암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항암제는 발암물질로서도 
작용하게된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DNA 복

제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발생
되고, 면역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성장하면서 몸 전체로 퍼
지게 된다. 
그럼 세포의 돌연변이는 왜 일

어나는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 많은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DNA 복제시 일정 수준의 칼슘
이온이 부족시 돌연변이가 일어난
다”는 것이 결론이다.
즉 세포내 칼슘이온을 정상화 시

킬 수만 있다면 암예방, 암세포 사
멸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알카리 환경을 만들어 성장하

는 육종들은 암모니아를 재사용하
면서 성장하는데 만약 이온 형태
의 칼슘을 암세포 주변에 공급할
수 있다면, 칼슘이온이 6개의 암모
니아와 결합되면서 칼슘암모네이
트로 만들고, 암세포가 암모니아를 
재사용하지 못하게 하기에 암세포 
분열 자체를 멈추게 하고 급기야
는 쪼그라들게 만든다.
Ca++ + 6NH3 -----> 

Ca(NH3)6 + 2e-
이렇듯 칼슘은 인체 세포 내에서 

매우 중요한데 스트레스, 환경 오
염, 각종 화학 약품 등에 노출되어 
세포내 칼슘 레벨이 감소되면서 (
산성화되면서) 만성질환부터 심각
한 암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암세포를 가진 환
자가 어떤 암인지도 모르고 알카
리수를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겠
는가?
그럼 산성 환경에서 성장하는 암

들한테 알카리수가 도움이 될까? 

우리 위에는 위산이라는 것이 있
다. PH가 1 ~ 1.5인데  알카리수(
알카리 이온수)를 마시게 되면 어
떻게 될까? 마시자 마자 알칼리수
는 중화되면서 다시 산성화 된다. 
많은 알카리수를 마시게 되면 오
히려 위장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
다.  알카리수를 마시면서 몸이 좋
아졌다는 사람들 얘기를 가끔 듣
기도 한다. 이것은 평소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던 사람이 알카리수를 
통해 많은 물을 마셔 체내 정화 작
용으로 인한 것이지 알카리수 때
문이 아닌 것이다. 
인체 내 칼슘레벨이 낮아지면서 

인체는 산성화된다. (ref: Inten-
sive Care Med (1992) 18:286-
289)
결국 암 치료를 위해서는 알칼리

수를 음용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칼슘이온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규 /헌 /칼 /럼

알카리 이온수와 암
(Alkaline water and Cancer)

이규헌 박사  
‘뼈와 건강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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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교육은 비 기독교(세
속)교육과 여러 부분에서 많
은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
의 대상으로서 인간 이해를 비롯
하여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
에 있어서 그렇다. 인간의 내면에                                                                                                                                                
                                                                 있
는 것(잠재력)을 끄집어 내어 발전시
켜주는 것을 교육(education)이라고 
할 때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게 되
어 있다.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사회든, 변화는 일어나야 한다. 하나
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학
교)에서도 당연히 변화는 일어나야 
한다. 변화는 지금 목표를 향하여 가
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교육을 통하여 변화하고 성장해

야 할 대상은 바로 학습자(인간)이
다. 교사인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학교의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
년들에게는 지금 어떤 변화와 성장
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독교 교육의 
여정은 ‘학습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로부터 출발한다. 내게 배우는 아이
들은 어떤 존재인가? 또, 그들을 가
르치는 나(교사)는 어떤 존재인가? 
이에 대한 답은 ‘성경적 인간 이해’
에 있다. 
성경적 인간 이해는 세 가지로 간

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모
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된 존재(창1:27)’라는 것이다. 하나님
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각 
자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러므
로 교사는 ‘지식 전달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자신이 맡은 학생 하나하나
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사
랑으로 용납하며, 인내를 가지고 가
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아이
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지 관심을 기울여 살피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

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롬3:23)’라는 
것이다. 철학자 존 로크는 ‘인간은 세
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그 마음이 더
러워 진 것이지 태어날 때는 백지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
다’고 하여 백지설(Tabula rasa)을 
주장하였지만, 성경은 첫 사람 아담
의 불 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
온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성(원
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르
치는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모두 죄
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해야 한
다. 이 말은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배
우는 학생에게도 한계와 오류가 있
으므로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
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교사가 겸
손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기
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서만 구속(救贖)될 수 있는 
존재(행4:12)’라는 것이다. 인생사에
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죄에서 비롯된다. 죄는 우리를 사망
의 길로 인도한다. 죄 문제의 해결
이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교육
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
아야 하고, 살 수 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보라. 그들은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
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날
마다 성장하고 있는가? 최신의 교
육 이론과 최첨단의 교육 기자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매우 열악했던 교육 환경 
속에서, 변변치 못한 교재와 교구를 
가지고 가르치며 배웠지만 지금보다 
헌신적인 교사들이 많았고, 변화되는 
학생들도 많았다. 그렇다면 지금 여
러분에게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변
화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사로서 학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독교 교육(신앙
교육)은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적합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성경적 가치
관을 가진 사람, 예수 닮은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한 출발점
이며, 기본이 학습자인 아이들을 제
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 대해 얼마나 알
고 있는가? 그들이 자라고 있는 가
정 환경은 어떤지, 그들의 부모는 어
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기질과 성격
은 어떤지.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달란트는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수준
은 어떠한지,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
인지, 그들의 고민거리는 무엇인지, 
그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라면 이런 것에 관심
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날 교회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

다. 준비된 사역자도 부족하고, 훈
련되고 헌신된 교사도 드물다. 주일
마다 교회학교의 문들이 열리고, 아
이들은 여전히 모였다가 흩어지지만 
과연 아이들은 양질의 기독교 교육
을 받고 교회 문을 나서는 지…. “주
일 예배와 분반공부(성경공부)를 마
쳤으니 이젠 됐어.” 라고 만족하는
가? 헌신된 교사는 자신의 부족을 
안다. 진정한 교사이신 ‘성령님’을 알
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자신의 ‘영
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언제나 따뜻
한 사랑에 목말라 있는 아이들의 욕
구를 읽어내려고 한다. 그 뿐 아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끌어 안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믿음의 사람
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군으로 성
장해 가도록 간절히 부르짖는다. 주
일에 한 번 만났다가 헤어지는 교사
라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아이들을 잘 먹이고 돌보라고 교사

들을 세우셨다. 교사가 전능하신 하
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아이
들도 그러할 것이며, 교사가 그리스
도의 사랑으로 품을 때 아이들도 그
러할 것이다. 교사가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아이
들도 그렇게 닮아 있을 것이다. 교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은 아이들 안
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부

(Youth Group)도 졸업하고, 아예 교
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많다. 집을 떠
나 타 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느라 
부모와 함께 다니던 교회를 떠날 수
는 있지만 대신, 대학 인근에 있는 
다른 등록하여 출석하면 된다. 하지
만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신앙생활
로부터 멀어져 교회를 아주 떠난다
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 이는 어린
이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믿음
의 기초를 잘 닦아놓지 않았기 때문
인데 이것은 가정과 교회의 공동 책
임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마다 교회학교 교육을 점검해 

보자. 교사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아
이들을 ‘선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경
건한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는지. 아이
들의 발달 수준과 필요에 적합한 내
용을 가르치고 있는 지, 아이들의 관
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는 지, 특별한 도움과 보호
가 필요한 아이들은 없는 지, 주일 
하루 만이 아니라 주 중에도 아이들
과 소통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지를… 이제라도 교회학교들마
다 강력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으
면 좋겠다.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학습자 이해

바울의 선교는 실로 험난했다. 당
시 최고 권력인 로마의 가이사 앞
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우리의 
목적도 북녘이 복음화되는 것) 그
는 자신을 호송하는 배에서 난파당
하는 어려움도 겪었다(행27장). 원
래 그는 출항 전, 지중해의 파도가 
높아(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지
금 항해를 하면 배뿐만 아니라 인
명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며 겨울을 
지내고 갈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그의 작은 의견은 소위 권

력자들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선장
을 포함한 275명 승객들의 가세로 
맥없이 무시되었다. 마치 다수가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믿으려는 오
늘날의 분위기와 같다. 사실 평온
할 때 닥쳐 올 비극(그것이 진리임
에도)을 경고하기는 실로 힘든 일
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것
은 경고했던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의 완전한 해결과정이다. 
결국 그들은 폭풍을 만났고 14일 

동안 먹고 마시는 일은 물론 생명

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 배에 동행한 여러 계층의 사
람들은 일순간 혼비백산이 되었고, 
함께 살 의견을 나누기는커녕 혼란
을 틈타 ‘이제 자신만이라도 살겠
다’는 비겁한 꼼수와 무모한 행동
까지 서슴없이 하였다. 
이러한 분열의 상황과 방향의 상

실 속에서 바울(절대소수)은 275명
(절대다수)에게 “용기를 내어 음식
을 먹으라”고 권유를 하고 오히려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
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무
엇보다 간과하기 쉬운 사건의 원
인과 해결과정에서의 난제까지 정
확하게 분별하여 대처함으로써 모
두를 무사히 목적지로 인도해냈다.
한국전쟁직후, 전 국토가 초토화

되고 과부와 고아가 거리를 메웠
을 때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그들이 살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믿
음의 선배들은 너나 없이 힘을 모
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씨

를 뿌렸고 더러는 순교했다. 희망
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실천한 것
(교회성장)까지는 정말 훌륭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당한 사건
상황은 미해결이라는 점이다. 
바울의 경우와 좀 무리한 비교일 

수 있지만,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을 
간파(상대의 의도와 원인)했고, 사
건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공동체
들의 분열(상대의 목적-교란)과 해
결과정에서의 오류(우리 쪽의 혼란
과 양분)는 물론 사건종결(민족복
음화와 세계선교) 이후까지도 예견
한 놀라운 분별력으로 완전하게 해
결해냈다. 
이와 같이 혼란하고 복잡한 사건

해결의 열쇠는 “올바른 분별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에게 반
복되는 일연의 혼란스런 사건(60여 
년간 지속된)에 이제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 그리고 그것이 해
결되었을 때 우리민족에게 오는 결
과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분별해낼 
소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별력의 자질을 바울에게
서 배운다면, 그는 자신의 경험이
나 지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
로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고 했고(
행27: 23이하), 주님도 기도의 능력
을 누누이 강조했다(막9: 29). 또한 
이 영험한 분별력은 정의감이나 개
혁 정신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찰력
이나 역사를 보는 안목만으로도 부
족하다.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불
타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외로움
과 고난을 동반한 소수의 고난(그
는 죄수가 됨)을 감수하려는 순명(
順命)의 사람에게 임한다. 
70여 년 넘게 풍랑 속을 항해하는 

한국호에 바울과 같은 분별력 있는 
소수의 목소리와 실천(교회연합)이 
이루어져, 생명을 주관하시고 영혼
까지 제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
든 혼미한 사건의 원인과 진행, 해
결도 환히 드러낼 것을 기원해본
다. 이제 상대의 의도(분열)를 간
파하고 우리의 헛점(저쪽의 의도

에 말려들어 우리끼리 사분오열)
을 돌아보고 해결방법(구체적인 연
합실천)을 제시할 분별력 있는 소
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반복
되는 폭풍 속과 혼란한 주변을 꿰
뚫어 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
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
느니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
하면(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무고한 
동족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우
리의 화평)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벧전3: 12~13)

박 /상 /원 /칼 /럼

박상원 목사
기드온 동족선교회 대표

의도를 꿰뚫어 볼 분별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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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가정사역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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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을 허락해주셔서 선
교합창단의 일원으로, 찬양순회연주
를 위해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30여
명의 연주자들과 함께 한 울고 웃
으며, 함께 보낸 시간들, 자랑스러
운 조국이 있기에 할 수 있었던 일
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
할 수밖에 없는 귀한 시간들로 기
억되는, 꿈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돌
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차 적응에 불편 없

이 순회연주를 잘 마쳤는데 정작 미
국에 돌아와서는 시차적응 때문에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
다가 안방의 화장실 변기통의 물새
는 소리가 잠들만 하면 신경을 거
슬러서 잠 못 드는 밤을 연출하는 
바람에 시차적응이 점점 더 어려워
졌습니다. 아마도 오래 전부터 문제
가 있었는데 별스럽지 않게 지내다
가 시차적응으로 예민해진 귀가 잠
을 더 설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집
을 비운 사이 어질러진 것들을 치우
고,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지나 수
리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설치한 지 
오래 되어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면
서 재료비에 인건비까지 만만치 않
은 견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터무니없는 견적을 

받고서 Youtub에서 ‘변기부품 교
체하는 법’을 검색하여 배운 다음, 
직접 고쳐보기로 하였습니다. 요즘 
Youtube를 ‘유선생’이라고 부릅니
다.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검색 창
에 검색하면 동영상으로 선생님처
럼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
입니다. 
직접 고쳐보겠다고 마음을 먹

고, 고장 난 부품을 사진 찍은 후 
Home Depot에서 똑같은 부품을 
사왔습니다. 오래 되어 녹이 슬어 
마모가 된 부품들이다 보니 해체하
고 다시 설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
렸습니다. 좁은 구석에서 처음 보
는 부품들과 한동안 씨름하고 나서
야, 물새는 소리 없이 쏴하고 내려
가는 경쾌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
었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 고장 난 
물건을 직접 고쳤다는 기쁨은 의외
의 소득이었습니다. “와, 당신 정말 
잘했어요, 이제 우리 부부 수리공해
도 되겠네요!” 하며, 하하 호호 하
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삶의 형편이 
넉넉했다면 결코 맛볼 수 없는, 우
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냈다는 사
실에 자축하며, 사소한 행복을 맛보
았습니다. 
2억 만리 고향을 떠나 미국에 온

지 11년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때때
로, 그 동안 타향살이를 견뎌내면서 
경제적으로 잃은 것이 많아 불안하
기도 하지만 학업을 통해 얻은 성취
감과 만남의 축복, 자녀의 축복 등, 
받은 축복을 세어보면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목회도, 가정도, 이렇게 
삶을 겪어내며 익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장과정에서 부

딪혀 살아내야 할 경험들이 있듯이 
삶에는 겪어내야 할 사건들이 있습
니다. 저마다 그 속에서 인생의 단
맛과 쓴맛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쓴 
맛을 ‘상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 받는 
상처보다 상처를 과대 포장하거나 
상처로 인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
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실제 받
은 상처보다 상처에 대한 기억과 또 
상처를 피하려는 마음이 강박을 가
져오고, 피해망상, 고통 상실 등 더 
많은 질병과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를 종종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는 

때때로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기
도 합니다. 이를 회복탄력성(resil-
ience)라고도 부르는데, 회복탄력성
이란 인생의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
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 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발달단
계에 따른 단계적인 고난으로 단련
된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통해 대응능력을 배우고, 고
난을 넘어설 힘을 기르고, 그 고난
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알게 되고, 
정신적 성장을 이루어 냅니다. 무
엇보다도 그 스스로 내적인 두려움
을 이겨내고, 덧없는 마음의 고통에
서 벗어날 힘을 키우고, 생의 소중
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들은 간혹 어린 시절 받은 ‘자

아의 제한’을 상처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일
정기간 동안 기거나 걸을 때마다 심
지어 하품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조차도 “와, 잘한다! 잘한다! 최고!, 
최고!” 하며 사랑 받고, 칭찬받으며 
성장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 때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고,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
쁘고 잘난 줄 아는 시기입니다. 
아이는 긍정적인 자아감을 바탕으

로 마음껏 욕망을 키우고, 호기심을 
키워 나갑니다. 그리고 조심씩 자신
에 대한 느낌을 알아가고, 다른 사
람을 만났을 때 자신에 대한 느낌

을 탐험해 나갑니다. 사람들이 자신
을 어디까지 받아주는지, 자신이 세
상에서 무엇인지를 시험하면서 점
차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감을 튼
튼하고 강력하게 형성해 나가게 되
는 것입니다. 
발달단계로 볼 때 유치원이나 초

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건강한 자
존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환
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
할이며, 의무입니다. 그 과정을 지난 
뒤, 건강한 양육자인 부모를 통해 ‘
자아의 제한’이 이어집니다. 제멋대
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자아
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적절한 
좌절 경험과 정상적인 결핍을 제공
하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아
감이 꺾이고, 가로막히고,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상처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
다. 이는 ‘Post Traumatic Growth’ 
즉, ‘자신을 성장시키는 고난’이 더 
분명한 말입니다. ‘자아의 제한’이라
는 고난을 통해 내면에서 자아가 성
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다
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
의 위치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아픔을 느끼고 공
감하고,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Post Traumatic Growth’
를 통해 처음 단계에서 자아가 튼실
하게 세워진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
이나 역경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이
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살면서 감당하

기 힘든 비바람이 부는 시기를 지내
게 됩니다. 고난은 어떻게 대처하는
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비록 작
은 난관이었지만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
고 우리끼리 해결했다는 것은 이민
생활에 있어 엄청난 진보라고 생각
되어 든든한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
씩 부딪히면서 나아갈 용기를 얻었
기 때문입니다. 
봄이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봄은 

공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
피바이러스를 던져주고 물처럼 세
월 속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에 조
국 대한민국의 올림픽이 성공적으
로 마쳐졌다는 소식이 기쁨을 더합
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모두 모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효숙 교수
가정사역자/목회상담학박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허/용/구/칼/럼

주중에 누가복음을 읽고 탕자의 
비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
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또 다른 
탕자, 큰 아들에 대한 생각이 한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큰 아들은 자신도 탕자일 수 있

다는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않았
습니다. 탕자는 오로지 자기 동생
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자기 동생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조
롱하듯 말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누가 봐도 탕자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큰 아들의 
탕자 됨이 보입니다. 큰 아들이 자
신은 절대로 탕자가 아니라고 생
각한 근거는 자기 의입니다. 아들
로서 아버지께 할 도리는 다 했
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는 자신 보다 오히려 가산을 탕
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작은 
아들을 더 두둔하고 챙긴다는 것

입니다. 
그런 부당한 아버지를 이해할 수

도 없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도
대체 양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
는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아버지는 마땅히 동생보다는 자

신을 더 대우해야 하고, 거지가 된 
동생은 절대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큰 아들의 생각입
니다. 그런 큰 아들의 생각이 부당
한 것은 아닙니다. 합당하고 공의
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어떤 아버지도 제 자식에 대해 그
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공의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그리스도

의 십자가 곁으로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자
기 의(義)입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 

본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 받을 만
하다는 생각, 자신은 선한 일을 많
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
은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소
하게 합니다. 
정말 교회에 한 번도 떠나지 않

은 것, 상대적으로 선한 일을 많
이 한 것, 그런 것이 순수한 은혜
에 대한 반응이었을까? 자신을 돋
보이게 하려는 선을 가장한 이기
심의 발로는 전혀 없었던 것일까? 
큰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늘 아버지 곁을 지켰다
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도 아
버지의 기쁨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목양실에서 허목사

허용구 목사
뉴욕한인연합교회 담임

거룩한 자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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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을 앞둔 최근에 여러 차례 들으면서 마음
에 감동이 된 “너는 결단하라”는 제목을 가진 복
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 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의 등불이 네 삶에 꺼져 있진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 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

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 날에 그 날에 나와 간다

내일부터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
다. 이번 주간에도 플로리다 고교에서 17명이 총
기로 사망하는 등 세상의 어려움은 멈추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기도
가 멈추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
도 무릎이 강해지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역전(逆
轉)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우리가 힘쓸 일은 무엇보다 기
도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
고 우리 교회 44년의 여정 속에서 너무나 잘 알
고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 결단하셨습니까? 내일부터 

시작인데 아직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교우들은 
없으시겠지요? 그 결단의 실행을 우리 주님께서 
내일 새벽부터 매일 보실 수 있으시겠지요? 당
장 내일부터 결단의 사람들에게 역전승의 은혜
가 쏟아지리라

김 /성 /국 /칼 /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너는 결단하라

배임순 목사

도르가의집 대표

카타콤에서

배/임/순/칼/럼

겹겹이
아래로
깊은 어두움 속으로
이슬처럼 사라져 가신 님

나의 가슴에 등불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으로 오신 그대

그 빛으로 
나 살아 
그대 죽음 헛되지 않으리.

삶의 고난이 보석으로 익은 
이 한 빛
당신의 영혼으로 밝히는 등불 

그대 몸에 지닌 고난의 자국
그대 입가에 평안한 미소

나의 가슴 찢어진 곳에 
피어난 소망 
그 붉은 심장으로 
나 살아 
그대 위해 승리의 잔 높이 들리라 

그대 가심으로 
그날 그 약속의 나라에서
나의 님 뵈오리.

그 아름다운 나라
영광의 한가운데서 
우리 만나 황홀의 춤을 추리.
.

한 /준 /희 /칼 /럼

언젠가 교회에서 시무장로를 뽑는 
선거가 있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장로 피택에 대한 광고가 나갔고, 교
인들은 우리교회 장로감이 누구인지
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 있는 분위
기였다, 이유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
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세
례 받은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고 작
년에 집사로 임명을 받은 50대 후반
의 집사가 교회 헌법에 있는 장로자
격에 대한 법규도 제대로 모르면서 
본인이 장로가 되겠다고 목사 모르
게 뒤에서 장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
다는 것이다.
나는 그 집사를 불러 교회 헌법에 

장로는 세례 받은 지 7년, 집사 근속 
5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항을 알려주
면서 “집사님은 아직 자격이 안 됩니
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이 집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헌법은 큰 교회나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그래도 나이가 있는 내
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반박하고는 떠나갔다.
그 후에도 이분은 교인들의 사업 

터를 찾아 다니면서 온갖 선물을 사
다 주면서 우리교회는 장로가 꼭 필
요하다고 자기가 교회를 맡아 크게 

부흥을 시켜보겠다는 포부를 당당하
게 밝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던 
것이다. 하기야 당시 우리교회에서는 
이제 40대 중반의 성실한 집사님 한 
분 외에는 장로가 될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집사님도 우리교
회를 온지 이제 몇 년 안 되었기에 
장로로 피택 시킨다는 것이 좀 마음
에 걸리기는 하였다. 그러나 타 교회
에서 오랜 교회 생활을 아주 모범적
으로 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매일 새
벽기도를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정말 
내가 보기에도 그분이 장로로 적합
한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교인들 역시 그 분외에는 하
실 분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실정이었다.
결국 장로 피택은 예상한대로 그 

젊은 집사가 되었고 선거 운동을 하
던 집사는 떨어졌다. 이유는 내가 장
로자격에 대해 헌법을 적용시켜 설
명하면서 우리교회 장로 피택에 자
격 되시는 분은 한 분 뿐이라고 설명
을 했기에 당연히 그분은 표가 나올 
리가 없었다. 그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인지 다음주일부터 이분은 우리교회
를 떠났고 그 후로 10여년동안 얼굴
을 본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이 떠났던 집사가 다시 교

회를 나온 것이었다.
물론 반갑게 대해주었고, 집사님이

란 호칭도 불러 주었다, 그랬더니 “
목사님 저 장로입니다.”라고 하는 것
이 아닌가, 아 그러세요, 어느 교단에
서 안수를 받으셨어요 물으니 “교회
에서 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대화를 나
누던 중 알게 된 것은 이분이 정식으
로 장로시험을 거쳐 장로 안수를 받
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장로라고 임
명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명
예장로로 임명 받은게 아니라 시무장
로로 임명 받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았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를 임명한다고 장로가 
된단 말인가, 그 교회 목사가 누구인
가 알고 싶었다. 그랬더니 그 목사 역
시 모 무인가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
교 간판을 걸고 교회에서 성경공부 2
년 남짓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안수
해서 목사가 된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목사가 
된 사람과 그런 목사에게서 장로 된 
사람들이 목사랍시고 목회하는 데 이
걸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나는 참 
난감했다, 이런 목사를, 이런 장로를, 
목사, 장로라고 불러야 하나,
나는 그분에게 장로란 자기 마음대

로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옮기는 것
이 아니니 본교회에 가서 잘 섬기라
고 말해 주었는데도 그분이 계속 우
리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미 우리 교

인들이 그분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
다는 사실이다. 이럴 때 단호하게 그
분 장로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해
야 하고 또 그분에게도 우리교회에서 
받아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해
야 하는데 나도 뭐라 해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몇 주를 지내다 보니 이
제는 우리교회에서 장로처럼 행동하
고 다니는 것 아닌가, 결국 우리교회
에서 장로로 인정해 주지 않자 이분
이 타교회로 갔다,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의 교회에 가서 시무장로
로 일을 하고 있느니,,, 기가 막히다.
이렇게라도 목사, 장로를 해야 하

는 것일까?   이런 모순이 과연 우리
교회만 있을까?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몰지각한 목사가 요즘 인가 받
지 않은 교단에서 우수죽순처럼 나오
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랍시
고 뻐젓이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으니, 
이런 거짓목사, 거짓장로로 인해 얼
마나 많은 교인들이 속고 있겠는가,
거짓 목사에게 당신 사이비 목사

라고 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제도
적 장치도 없으니 거짓 목사들을 분
별할 수도 없고 더더욱 거짓 장로는 
더욱 분별할 수 없는 시대다 보니 스
스로 장로 된 그 사람처럼 장로 행세
를 하는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얼마
나 또 있을까,
이제는 뉴욕 한인 교회에 참 목사

가 오히려 힘을 못 쓰는 시대가 되
어버렸다고 느껴지는 이 현실을 보
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결단코 분별
할 수 없는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
곡은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아야 하
는가 보다.
민간에 또한 거짓선지자들이 일어

났었나니 이와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
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
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벧후2:1)

거짓 장로, 거짓 목사

한준희 목사
뉴욕성원장로교회 담임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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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예수 잘 믿는 어른들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30
년만에 평창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저는 1970년도 초반에 미국에 이
민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
은 사람은 올림픽에서 한국사람이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 1936년 베
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을 하고 일장기를 달
고 금메달을 받아야 하는 민족의 
설움을 고개 숙이고 받던 그것이
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1976년에 
양정모선수가 레슬링에서 태극기
를 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
데 그 이후 급격한 발전을 했고 
이제는 어느 올림픽이나 상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된 것만이 아니
라 올림픽 개최를 두 번이나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자랑
스럽습니다.
어제 저녁 평창올림픽 개회식

은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계속되었던 북한과 미국의 상

호 전쟁 윽박지름에 온 세상이 긴
장을 해야 했는데 정작 남과 북은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했습니
다.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로 여자
하키 남과 북의 선수가 나란히 들
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마지막 
주자로 김연아 선수가 그들과 함
께 불을 들은 후에 점화를 하는 장
면은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남
과북은 상징적이나마 하나가 됨을 
보이는데 미국 팬스부통령과 일본 
아베수상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
습이 여기저기 드러났습니다. 저
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 미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어 남과 북이 하
나가 되고자 하는 것을 그리 불편
해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40년 넘도록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미
국과 일본은 북의 핵무기화에 대
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런데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화를 
내려놓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은 남과 북이 하나되는 것이고 미
국과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
이 지름길입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은 복잡한 정치문제를 상식
이 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생각
합니다. 동족이 원수로 살지 않는 
길을 찾기 위해 올림픽이란 엄청
난 세계인의 축제에 북한의 위상
을 높여준 것입니다. 환영하며 악
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과 북한의 관계도 상식으로 풀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상호인정
과 존중을 위해 먼저 누군가 평화
의 제스처를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먼
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이고 그 손을 잡는 사람은 같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트
럼프대통령이 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1978년에 캠프 데이빗에서 이스

라엘 베긴 수상과 에집트의 사다
트 대통령이 지미카터 대통령의 
주선으로 만났습니다. 의견이 좁
혀지지 않았고 결국 중동평화 협
상이 결렬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날 베긴 수상이 카터를 찾아와 눈
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나 이대로 
돌아가면 내 손주에게 못난 할아
버지가 됩니다. 내가 내 손주에게 
평화의 미래를 위해 미국에 다녀
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사
다트와 만나 협상을 하도록 해주
세요.”라고 부탁을 했고 곧 이어 

사다트도 카터를 찾아와 같은 부
탁을 했습니다. 그 두 노인이 자라
나는 세대의 미래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유산으로 남기고자 결단했
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
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
리에게 예수 잘 믿는 어른들이 필
요합니다. 

과거 전쟁역사의 노예가 되어 어
린이들이 누려야 할 평화의 미래
를 가로막는 못난 일 더 이상 계
속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평창올
림픽 개회식에서 보여준 일본 아
베수상과 미국 팬스부통령의 태도
는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것만
이 아니라 한반도평화만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깨뜨리는 잘못된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도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어른들이 필요합
니다. 아니 최소한 가로막지는 말
아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실력면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
입니다.

김 /정 /호 /칼 /럼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담임

오피니언

박/철/수/칼/럼

평창 동계올림픽이 큰 어려움 없
이 잘 마치게 되었다. 그 동안 지
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자국 선수
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통해
서도 승리를 했을 때는 온 국민들
이 기뻐하는가 하면 승리하지 못
했을 경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도 했다. 
올림픽 경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연합,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
었다. 특별히 단체전 경기에서는 
연합,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체 종목은 개인 혼자만 잘 해서는 
안 된다. 다 같이 협력해서 잘 해
야 한다. 이번 올림픽 경기에 단체
전 종목인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에 팀 추월이라는 종목이 있다. 이 
종목은 세 명이서 한 팀을 이루어
서 경기를 하는 방식이다. 세 명이 
똑 같이 출발해서 세 명이 다 같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기록으로 승부
를 가르는 경기이다. 따라서 한 명
만 월등하게 잘 해도 안 되고, 두 
명만 잘해서도 안 되고 세 명이서 
똑 같이 협력해서 경기에 임해야 
한다. 세 명의 선수들이 어떤 경
우는 앞에서 이끌고, 어떤 경우는 
뒤에서 밀어주면서 서로 협력하며 
경기를 해야 한다. 그런대 여자 
선수들의 경기하는 모습을 통해
서 그만 안타까운 장면이 나타나
고 말았다. 세 명이서 동시에 결승
선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만 한 선
수가 마지막 바퀴에 한참이나 뒤
쳐져서 들어오고 만 것이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구설수
에 오르내리는 것을 본다. 어떤 이
유에서든지 이 종목에서는 반드시 
서로 협력해서 경기를 했어야 했
는데 그렇지 못한 일로 선수 본인
들은 물론이요 감독, 코치진까지, 
심지어 빙상연맹까지 구설수에 오
르내리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협
력하는 것, 연합하는 것이 중요함
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고 있다. 
연합하는 일, 협력하는 일은 올

림픽 경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
니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반드
시 필요한 삶의 방식이다. 독불 장
군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아갈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독
불장군 식으로, 개인주의로 살아
간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회는 무

서운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모
든 사람이 자기 위주로만 살아간
다고 하면 어떻게 이 세상이 질서

가 세워지겠는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현장이 되는 것은 이기주의
를 버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정
신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아름다
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
로 연합, 협력할 때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 개인은 작은 힘이지만 그 

작은 힘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
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라
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고 이승
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
면 죽는다.”라는 유명한 말로 국민
들의 협력을 강조한 것을 본다. 시
133: 1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 형제들
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
가 되어 동거하는 것은 선하고 아
름다운 것이라는 말씀이다. 
가정에서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우애 있게 함께 지내는 일
이야 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요, 선
한 모습인 것이다. 교회는 더더
욱 마찬가지다. 교회는 모든 성도
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자
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
야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성도들이 연합하고 협력하는 교회
가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연합하지 아니하고 협력하지 아니
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는
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협력한다면 무
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연합, 협력
하는 일을 통해서 복된 현장을 세
워가기를 소원하자.

박철수 목사
익산봉곡교회 담임

연합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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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살아오면서 회복이 필요
한 삶의 과정을 겪어왔다. 힘들고 괴
로웠던 날들이 있었는가 하면, 생각
지도 않았던 사건으로 회복되기 힘
든 상처를 받았다. 회복이라는 말
은 의미가 깊은 중요한 단어로 건
강하지 못했던 어제의 상태에서 건
강을 찾았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회
복했다는 말은 질병으로 앓다가 치
유되어 건강을 찾은 것을 의미한다. 
“회복되었다” 라는 말은 치료를 받
음으로 병의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
지 않고 건강했던 전의 상태로 돌아
온 것을 말한다. 만일 다리의 근육이 
약해져서 걷기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물리치료를 받는다. 다시 근육의 힘
이 강해져서 걷을 수 있게 되었다면 
회복이 된 것이다. 회복이라는 단어
에는 흔히 신체적인 병의 증상이 나
아진 상태를 보고 회복이라는 단어
를 쓰지만 다른 이유에서도 쓰인다.  
병에는 신체적인 병도 있지만 마

음과 영혼의 병도 있다. 몸과 마음
과 영혼이 평온하고 그 상태를 유지
하는 것이 살아가는데 중요하다. 이 
세상에는 의외로 마음에 상처를 입
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받은 상
처의 정도에 따라서 회복의 시간이 
달라지고 마음에 숨겨져 있는 상처
의 종류와 깊이에 따라서 또는 상처
를 입힌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회
복의 시기가 달라진다. 아니면 회복
이 되지 않고 미움이나 분노, 증오가 
해결되지 못한 채 고통으로 남아있

어 마음 또는 몸의 병으로 발전되기
도 한다. 회복은 몸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이나 영혼이 내면의 상처를 입
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처에서 회
복되는 데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사
용된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
지면 원래의 건강했던 상태로 돌아
온 것을 말한다. 우울했던 기분은 명
랑해지고 친구도 만나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다시 잘 이뤄나갈 수 있게 된
다. 사람을 피하지 않고 의심의 눈으
로 보지 않는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 또는 외적이

거나 내적인 힘이 어떤 여건으로 약
해졌을 때 그 원인이 사라지면 전과 
같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온다. 이때 
병이나 상처가 나았다고 생각하거나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반응이 있어 
반응을 보면서 그 상처가 나아진 정
도나 속도를 안다. 상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사람들의 회
복에 순서가 있다. 마음의 상처나 흔
적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치 수술해서 꿔맨 자국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상처는 아
물고 걷기 힘들었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된 것과 같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여러 가지 불
편한 기억과 경험 때문이다. 인간관
계의 갈등에서 만들어진 상처는 생
각 같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본
인에게 말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이나 

말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대한 억
울함과 분노가 마음 깊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경험이나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문제를 
일으켜 괴로움을 준 당사자들이 자
신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무엇
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거나 후
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
한다. 그들의 모습에서 모욕을 느꼈
기 때문이다. 회복되거나 치료되지 
않는 좌절감이나 분노는 정신건강에 
장애가 된다.  
필자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기

억한다. 분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누
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해소되
지 못한채 몸과 마음이 아팠던 분
들이었는데 용서가 안 되는 인내의 
시간이 너무도 길었기 때문이다. 그
나마 약간이라도 해소의 기미를 보
인 것은 그들만의 모임에서 자신들
의 참담한 경험을 말할 수 있었을 
때다. 회복은 용서가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
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저질렀던 분
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
를 비는 것이다. 그 후 주 앞에서 주
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님의 이들
에 대한 사랑과 고통을 알게 된 때
이다. 회복은 정신적인 것이나 신체
적인 것이나 주님이 창조해주신 건
강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
아가면 회복의 바른 모습으로 돌아
온 것이다. 몸과 마음과 정신이 입은 

상처의 회복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
요하다. 작은 상처도 아물기까지 적
어도 한 달이 걸린다. 하물며 마음에 
묻혔던 상처가 몇 달 안에 치유되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했는지, 왜 상처가 아물지 못
하는지, 누가 무엇 때문에 회복을 더
디게 만드는지 찾고 알아야 한다. 회
복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데도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
다면 더구나 이유를 찾을 것이다. 심
각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me too” 미투

운동 (나도 당했다.)이 요원의 불길
처럼 퍼지고 있다. 그 시작은 한 여
성검사의 억울함과 분노 때문이었는
데 가해자로 알려진 분이 자신은 하
나님에게서 용서받았다고 간증했다. 
피해자인 여성은 용서라는 말은 피
해자인 자신에게 먼저 했었어야 했
다고 말했다. 우리들은 과거 회복되
지 못한 문제들로 힘들었던 적이 있
다. 이제 회복을 생각하는 시기가 되
었기를 바란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
했고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를 찾아
보고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마음
과 몸과 영혼이 회복되고 일상생활
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
문이다. 그 여성이 말한 것같이 먼저 
죄지은 자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
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회복
의 첫 번째 순서이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마음의 회복은 신체의 

상처의 회복보다 오래간다. 인간관
계에서 오는 회복의 문제는 사실 쉬
운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분노를 지
닌채 회복하려고 한다. 주 앞에서 크
리스천들은 그들이 받은 고통에 대
하여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우리는 가해자의 사죄가 없
는 상태에서 조건 없는 용서나 회복
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제2차 세
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기회가 있
을 때마다 잘못을 고백했고 용서를 
빌었다. 회복에 가장 좋은 단어는 가
해자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용서와 회복
은 축복이고 주님의 선물이다. 우리
는 회복에 대하여 생각해보면서 상
처 때문에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지 찾아볼 것이다.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 후에도 수도 
없이 고생을 했지만 그들의 앞과 뒤
에 계셔 보호해주신 여호와가 계셨
음을 알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
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다. 회
복의 시간이고 회개와 용서의 시간
이다. 바울과 베드로는 자신들이 한 
배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일생을 회
한 속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주의 
사도들이다.

정 /신 /건 /강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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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단 퇴출

회개와 용서가 필요한 회복

그 동안, 이름 난 목사들의 설교
표절, 호색행각, 금전 문제 시비 등
으로 그들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는 
사례들을 더러 보아왔다.  모두 유
창한 설교자였고 대형교회의 담임이
며 그 품량 (品量)이 대단한 분들이
었다.  그러나 그들의 알려진 이름
과는 반대로 권위와 신뢰는 떨어지
고 목회자로써의 거룩성은 땅에 실
추되고 말았다.   
그들이 전한 메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를 전하
다 보니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구
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
씀을 신실하게 전하였다. 구약성경
의 여러 곳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라로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 말씀 하였노라. 나 여호와, 너희
를 애급으로부터 구하여 낸 여호와
가 말하노라..” 이 같은 구절이 수없
이 발견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
으라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이
는 하나님 이라는 것이다. 400여 년

간 애급에서 종살이 하며 매사에 반
항적이고 불신하며 불순종하며 무
관심한 노예근성에 찌들은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
하여 하신 일과 말씀을 그들의 심금
에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어라고 
강조하신 것이다.  
한국 서울서 초청되어 온 부흥사

는 땅에 떨어진 목사의 권위를 높이
려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토해
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은 하나님
의 말로 듣고 순종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었다. 그 목
사는 서울에서 이름난 부흥강사였
다. 그 부흥회는 필자가 섬기는 교
회에서 초청했었는데 마침 그때 교
회가 불이 타서 부흥회 장소를 새로 
지은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의 첫날 
설교였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절반은 설교
가 아닌 교인 세뇌작업 같았다. “여
러분 목사가 설령막걸리 병을 들고 

다녀도 우유병으로 알고 믿으세요. 
목사가 묘령의 여자와 호텔에서 나
오는 것을 보드라도 신앙 상담한 것
으로 여기세요. 설교 강단에 오라서 
있는 목사의 와이셔츠에 빨간 루즈
가 묻었더라도 사모님의 것으로 여
기세요. 목사를 이런 정도 신뢰를 
하세요. 성도들이 믿어야 목사의 권
위가 서고 교회가 든든해지지 않겠
어요. 여러분...... 아멘 아니여요......” 
큰 소리로 외쳤다.  교인 들은 웃고 
함성을 지르며 할렐루야...... 아멘 하
며 소리질렀다.  
은혜롭게 설교하던 분이 왜 갑자

기 패설(悖說)을 토해내는가? 신령
해 보이던 그 부흥사에게서 퇴폐적
인 체취가 물신 풍겨 나왔다. 그게 
할렐루야하고 아멘으로 외칠 일인
가? 성도의 맹신과 맹목적인 순종
을 길들이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
니었다. 
그 다음 날 새벽기도회의 설교에

서 나는 이렇게 외쳤다. 성경책이 들

려져있어야 할 목사의 손에 왜 막걸
리 병을 들고 다니며 우유병으로 여
기라는 것인가? 여자와 상담을 하려
면 교회의 상담실에서 할 일이지 왜 
호텔에서 자고 나오 면서 상담한 것
으로 여기라는 것인가? 거룩한 주
일에 설교하려 강단에 올라간 목사
의 y셔츠에 여자의 빨간 루즈를 묻
힌 채 강단에 올라서게 하는 사모가 
어데 있는가?   여러분, 그런 패설
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하면 하나
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나는, 초청하여 온 유

명 강사를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설
교강단에서 퇴출되어 더 이상 그 교
회에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의를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
였는데 나는 이때 그 교회를 떠나서 
아무도 가지 않던 멕시코 빈민 거
주지역에 가서 4년간의 빈민 선교
에 헌신하고 67세에 은퇴하였다. 은
퇴 후에도 담임한 교회는 없었으나 

86세인 지금까지도 끊임 없이 설교
의 자리에 서있으며, 기독언론과 시
중일간지에 신앙의 글을 쓰고 있다. 
목사는 내일 일을 말하는 예언자(
豫言者)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預言者) 이며 이를 선
포하는 설교자이다.   다른 것 다 못
하고 서툴더라도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은 자로써 그대로 전
하면 되는 일을 어렵게 하려다 보니 
이설(異說)을 퍼뜨리고 넘어지는 것
이다.  말씀 만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 /진 /경 /칼 /럼

주진경 목사
뉴저지은목회원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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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근영 목사
가정사역자

6, 25전쟁 중에 한쪽 눈과 팔다리를 다친 상이용사
를 아버지로 둔 소년이 있었다. 아버지가 조국을 위
해 몸 바쳐 싸운 결과는 장애 2급 국가 유공자라는 
타이틀이었다. 그러나 그 타이틀은 아버지에게 자부
심보다는 사회의 냉대와 차별을 가져다 주었다
가난한 현실 속에 살아야 하는 소년에게 쥐어 준 

것은 병신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었다. 소년은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 싫었다. 그런 소년을 보고 아버지
는 술을 빌러 미안하다고 말했다. 소년은 중학교 때 
심하게 앓은 축농증을 치료 받기 위하여 병원을 찾
았다. 그가 내민 국가 유공자 복지 카드는 싸늘한 
시선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소년은 여러 병원을 옮
겨 다녀야 했다.
그러다 만난 어느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가 인

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내민 카드를 본 의사 선
생님은 소년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자랑스
럽겠구나.” 그러면서 치료비도 받지 않고 축농증 치
료를 해주었다. 의사 선생님은 진료를 마치고 돌아
가는 소년을 잡고는 말했다.
“너는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니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은 소년의 가
슴에 꽂혔다. 그 이후 소년은 자신과 같이 불우한 사
람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 
받아야 한다 “ 이 때 그의 삶을 지탱하는 원칙이 형
성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의사가 되었다.
바로 그가 아덴만의 영웅, 비무장지대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한 병사를 구한 2017년 주간조선이 선정
한 올해의 인물인 의사 이국종 박사 이다.
힘이 돼 주는 말 한 마디가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

치는 열쇠가 됩니다. 인정해 주는 말이 힘이 돼 주
는 말입니다.
어느 연구에 보면,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단다”라는 말이고, 부
모가 자식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누구보
다 부모님을 존경해요. 사랑해요”라는 말이라고 합
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서 듣고 싶은 말은 “당신
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가
장 듣고 싶은 말은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
장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말은 소통의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입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감정의 95%는 그 순간 
‘스쳐가는 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34%는 사소한 대화 

중에 발생하고, 남녀 간 다툼의 90%가 바로 대화 방

식의 차이, 즉 말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니 말이 얼마
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고 말하면서 말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
해 강조하였습니다. 큰 배를 움직이고 그 방향을 결
정하는 것이 작은 키이듯이 사람의 몸에서 혀는 작
은 부분이지만 매우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
다. 이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
다. 혀는 작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죄악의 구렁텅이
로 떨어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악한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혀의 
영향력이 큰 것은 사람의 생각이 혀를 통한 말로 표
현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인지라 가만히 놔두면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어리석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말,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더 나아가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야 됩니다. 말을 가려서 하는 연습, 적절한 어휘 선
택, 솔직한 언어로 상대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연습
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저능아로 취급받아 학교에서 쫓겨난 아

들을 “실망하지 마라. 너는 상상력도 풍부하고 호기
심도 많은 아이란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나는 네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는
다.”라고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
겠는가? 지혜롭고 선한 말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립
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은연 중에 나누는 수다, 뒷담화, 희롱, 경쟁자에 대

한 경멸과 같은 일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
겠으며, 또 상처를 안 입혀 본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가트맨은 38년간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부부들이 싸우거나 
이혼하는 것은 성격 탓이나 외도,폭력, 경제 문제 등 
‘부부 싸움 내용’이 심각해서가 아니라 비난하는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난하는 말은 어디 부부 갈등
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힘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

에게 서로를 격려하고 거룩한 말로 서로 문안하는 삶
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
라”(야고보서 3:2).

힘이 되는 말, 격려되는 말

임 /근 /영 /칼 /럼

오피니언

소방차가 시끄러운 경적을 울리
며 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꼭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갈 곳도 없으면서 그
렇게 소리를 내며 달리지는 않습
니다. 길이 막혀도, 눈이 와서 미
끄러워도, 새벽이어도 그리고 한 
밤중에도 소방차는 아랑곳하지 않
고 경적을 울리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친구가 일부러 일하는 

시간에 짬을 내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는 길에 새로 생
긴 휴게소가 있다면서 거기 들려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참 맛있
었습니다. 휴게소의 시설이 아무
리 깨끗하더라도, 휴게소의 우동
이 아무리 맛있더라도 그곳에 오
래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저는 비
행기 시간이 있고, 친구는 다시 회
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합

니다. 그 말은 갈 곳이 없는 사람
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
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 꿈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
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
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꼭 40일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에는 절반이라도 해 보자고 다시 
작심삼일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해
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기도
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합니다. 밤 
문화를 조절합니다. 하루의 첫 시
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리고 기도를 하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베이스캠프보다 정상을 먼저 정

복할 수 없습니다. 노력보다 결과
를 먼저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기
도가 먼저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
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다지 않습니까? 국화꽃 보다 
더 아름다운 사역을 꿈을 이루시
기 위해 뉴욕에 오셨는데 기도하
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것은 어리
석은 일입니다.
사순절 3주째 입니다. 벌써 날도 

밝아지고 날씨도 좋아지고 있습니
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새
벽 기도자로 하루를 사는 것은 결
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일 뵈요~~~

고 /훈 /칼 /럼

고  훈 목사
하은교회 담임

휴게소의 우동이
아무리 맛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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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안민성

38-20 Bell Blvd. Bayside, NY. 11361

917-362-5299 hulpc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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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예배 오전 8:30,오전 10:00 | 영어예배 오후 2:00

중국어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목요예배 오전 10:30 | 수요예배 오후 8:30

목요EM기도회 오후 8:00 | 토요 비전스쿨 오전 9:30

중고등부집회 오후 2:30 |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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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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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등부예배 주일 

오후 12:30 중고등부예배 오후 12:30 

성경공부 오후 8:30(수요일) 

금요예배 오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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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안내

214-34 35ave Bell Blvd, Beside, NY

본 지면은 기독뉴스를 후원하는 교회와 단체, 기업을 

소개하는 면입니다. 후원비는 분기별 $100입니다. 



34 제41호  /  2018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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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교회안내후원안내

담임목사 허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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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주은재

담임목사 박태문

담임목사 문성록 담임목사 박치호 

담임목사 배현기 

담임목사 이병철 

담임목사 김일영

담임목사 백의흠

담임목사 박태열

담임목사 장덕상

담임목사 강승호

담임목사 김병일

담임목사 이병은

담임목사 최무림

담임목사 한창수

담임목사 황의춘

담임목사 김동관

담임목사 송종남

담임목사 이응도 

담임목사 김성준 

담임목사 이영훈 

담임목사 김철성

담임목사 문종성

담임목사 황삼열 

담임목사 차명훈

담임목사 김태권

담임목사 김중혁

담임목사 백형원

담임목사 김주현

담임목사 류인곤

담임목사 민영선 담임목사 정희권

1400 North Hills Ave.,

Willow Grove PA 19090

교회:215-659-5392

Cell:267-644-8179

krpcpastor@hotmail.com

11047 Bustleton 

Ave.,Philadelphia. PA 19116

교회:215-552-9563 

Cell:215-771-2224 

Gospel_5th@hotmail.com

613 W. Cheltenham 

Elkins Park. PA 19027

교회:215-884-5983 

Cell:267-243-7833

revchihopark@gmail.com

1490 Dilon Rd., 

Ambler, PA 19002

교회:215-654-9101

Cell :215-696-5784

Bikim0691@hanmail.net

5290 Township Line Rd., 

Drexel Hill PA 19026

교회:610-527-6887 

Cell: 267-474-5133

Hope2c@hotmail.com

2907 Jolly Rd. Plymouth Meet-

ing ,PA 19462

Call:610-357- 4700

Ganadara58@yahoo.co.kr

1801 S Burmt Mill Rd.,

 Voorhees NJ 08060

교회:856-258-4332 

Cell:856-419-1114

revhanchangsoo@gmail.com

1005 Gervin Dr. 

Allentown PA 18014

교회:610-625-3533  

Cell:610-533-0569

hwangtrenton@yahoo.com

147 Rt 130 N.

Bordentown.NJ 08505

교회:609-298-2461  

Cell:609-298-7524

Dong0033@gmail.com

601 W. Main St., 

Lansdale PA 19446

교회:215-362-1452  

Cell:215-527-1858

jongnamsong@msn.com

717 Loveville Rd., 

Hochessin DE 19707

교회:302-235-5736  

Cell:302-409-5669 

edwinlee@naver.com

501 N. Broad St., 

Lansdale PA 19446

교회:215-646-1415

Cell:215-869-5703

Kimsjun608@gmail.com

710 Bethlehem Pike,

Glenside PA 19038 

교회:215-836-5446 

Cell:267-394-0308 

Mokja99@gmail.com

2000 Bethel Rd., 

Lansdale PA 19446

교회:610-275-9658  

Cell:610-331-5901

2660 Huntingdon Pike.

 Huntingdon Valley PA 19006

교회:215-947-2377 

Cell:215-641-0595

stephencmoon@yahoo.com

535 Lake Hurst Rd., 

Browns Mills NJ 08015

교회:609-893-6775 

Cell: 609-893-4858

som@clcpeople.com

4110 Butler Pike, 

Plymouth Meeting. PA 19462

교회:484-674-3250 

Cell:215-530-4922

bkumc91@yahoo.com

2820 Mechanicsville Rd., 

Bensalem PA 19020

교회:215-639-1320 

Cell:215-688-0966 

taekwontaekwon@gmail.com

4713-41 Spruce St. ., 

Philadelphia PA 19139

교회:215-474-7775  

Cell:610-680-6349

bkumpath@gmail.com

17 E. North St., 

Bethlehem PA 18017

교회:610-867-4437

gofellowship@hotmail.com

323 Rt 73 S. 

Voorhees NJ 08043

교회:856-489-1188

123 Cheltenham Ave.,

Cheltenham PA 19012

교회:215-635-0318 

Cell:267-918-3676

churchpeace@yahoo.co.kr

42 E.Germantown PK.

Plymouth Meeting. PA 19462

교회:215-883-1668

Cell:610-504-6663

kernelpark@hotmail.com

855 Welsh Rd., 

Maple Glen PA 19002

교회:215-368-3996 

Cell:215-917-2302

Paulmoon315@hanmail.net

107 Wood Acres Dr., 

Cresco PA 18326

교회:570-595-7710  

Cell:570-243-6191

ecobae@outlook.com

16 E. Park Ave., 

Ambler, PA 19002

교회:215-641-1004  

Cell:315-559-2756

1167 Bevetiy Rd, 

Jenkintown PA 19046

교회:215-885-4940 

Cell:267-918-8421

1995 East Marlton Pike, 

Cherry Hill. Nj 08003

교회:856-424-9686

Cell:845-709-5225

baikkey@naver.com

703 Pen Ambier Rd., 

Ambier .PA 19002

교회:215-667-0835  

Cell:215-939-8470

5340 White Horse Pike 

E.H.C NJ 08215

교회:609-965-1222

Cell:856-296-2532

gracecobch@hotmail.com

30 W.Mt Vernon St.,

Lansdale PA 19446

교회:215-855-7430

Cell:267-266-6005

그레이스교회

필라아름다운교회

초대교회

헌팅톤벨리한인장로교회

뉴저지 한인침례교회

필라델피아 사랑의교회

필라경향교회

델라웨어 한인감리교회

브니엘장로교회

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 

크리스트 라이프 처치(CLC Church)

베들레햄 감리교회

뉴저지대한교회

벤살램교회

예수님살피세족장로교회

다민족평화교회 

목양장로교회

삼일장로교회

서울장로교회

새출발장로교회

체리힐제일교회

포코노한인장로교회

엘림교회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필라델피아한인개혁장로교회

포도원교회

순복음중앙교회

내백성장로교회

체리힐 새행전교회

필라델피아감리교회

제일한인교회

트렌톤장로교회

taekwonkoh@hotmail.com

6 Summit Valley Ln,

Oreland PA 1907

교회: 215-402-9922 

Cell: 215-668-3599 

후원교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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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이철희 

담임목사 장두만

담임목사 김도원

담임목사 박영주 

담임사관 박도성

담임목사 이상호 

담임목사 황준석 

담임목사 선석우

담임목사 전우철

담임목사 이만수담임목사 박종옥

담임목사 오준택

담임목사 손영준

담임목사 박성일

담임목사 최영이

담임목사 안재도

담임목사 호성기

담임목사 윤상철

담임목사 이진석 

담임목사 전동진 

담임목사 박종윤  

담임목사 고신석 

담임목사 최형관

담임목사 김성호

담임목사 문성민

담임목사 장치조 

담임목사 이 홍

담임목사 강성대

담임목사 김풍운

담임목사 윤성종 담임목사 김지훈 

pastorchlee@hotmail.com

20 West Sixth Ave.,

Conshohocken. PA 19428

교회: 215-385-2124 

Cell: 215-518-8286

sncc719@gmail.com

90 E. Mt Pleasant Ave., 

Ambler. PA 19002

교회:  267-474-0740

abrahamjun@hotmail.com

5 Carnegie Plaza, 

Cherry Hill NJ 08003 

교회: 856-419-1009  

Cell: 856-419-1009 

revmansoolee@yahoo.com

1326 Monmouth Rd. 

MT Holly NJ 08060

교회: 609-518-7370

Cell: 856-669-9406 

joeinmission@hotmail.com

503 Kresson Rd. 

Voorhees, NJ 0804

교회: 856-316-8352

Cell: 856-751-5554 

churchofservi@gmail.com

200 Marrows Rd.

Newark DE 19713

교회: 302-367-3483

Cell: 302-367-3483 

sstevepark@gmail.com

1911 W. Marshall St., 

W Norriton PA 19403 

교회:610-630-6300   

Cell:267-475-5539

youngyic@hotmail.com

2659 Mckee Rd., 

Dover, DE 19904

교회: 302-674-8377 

Cell: 302-222-2683

jaedoahn@yahoo.com

6866-70 7Th St., 

Philadelphia PA 19126

교회:215-639-1320 

Cell:215-622-1838

revho@antiochurch.org

One Antioch Ave., 

Conshohoken PA 19428

교회: 610-828-6760 

Cell: 610-766-2001

Scyoo1138@hanmail.net

1301 Maryland Ave., 

Havertown PA 19083

교회:610-449-7799

Cell:610-864-9500

mox4mox@gmail.com

1989 RT.70 East,

Cherry Hill. NJ 08003

 교회: 856-308-4900  

Cell: 215-628-9777

revdjchun@hotmail.com

1920 Old Cuthbert Rd. 

Cherry Hill NJ 08034

교회: 856-354-9960

Cell: 856-359-5345 

praiseyun@gmail.com,

http://wsarang.org

426 Bergen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교회: 347-804-4186 

Cell: 347-804-4186

koshinsuk1216@hotmail.com

1141 Old Baltimore pike 

Newark DE 19702

 교회: 302-733-0101

Cell: 302-358-3712

hyungkwanchoi@yahoo.com

 3364 Susquehanna Rd., 

Dresher PA 19025

  교회:215-646-3887 

Cell:267-918-3191 

sjpc3737@gmail.com

3737 church Rd Mt. 

Laurel, NJ 08054

교회: 856-234-2435 

Cell: 714-356-1211

msn710@gmail.com 

 주소:1182 Lakeside Ave., 

Philadalphia PA 19126

교회: 215-548-3373     

Cell:817-715-4003

Chee cho Chang@yahoo.com

759 Main Ave., 

Passaic NJ 07055

교회: 551-795-4986 

Cell: 551-795-4986

honglee55@hotmail.com

219 Dupont Hwy, 

New Castle DE 19720

교회: 302-323-0530 

Cell: 302-345-9915 

7507 Tookany Creek Pkwy , 

Cheltenham PA 19012 

 교회:215-635-5643

revsdk@yahoo.com

296 Pencader Dr. DE 19702 

교회: 302-266-0811 

Cell: 302-357-0527

paulwkim@mybcpc.org

1550 Woodbume Rd.,

Levittown. PA 19057

교회:215-945-1512 

Cell: 267-307-6226

yangjichurch@gmail.com

437 S. Pitney Rd. 

Galloway TWP NJ 08205

교회: 609-652-6400

Cell: 609-338-3732

parksmen2014@gmail.com

20 kings Highway East, 

Haddonfield NJ 08033

교회: 856-630-4451

dwkim49@gmail.com

37 Coles Ave. 

Cherry Hill NJ 08002

교회: 703-963-5724

Cell: 856-499-0033

joanne211@gmail.com

62 cedar St., 

Ridgefield Park . NJ 07660

교회: 201-615-7334 

cell: 201-615-7334 

Dsp505@yahoo.co.kr

5830 Rising Sun Ave., 

Philadelphia PA 19120

교회:215-742-8992

Cell:215-694-5007

sangholee@hotmail.com

115 Possum Hollow Road. 

Newark DE19711

교회: 302-738-8848 

Cell: 302-366-1498

P5hwang@yahoo.co.kr

7055 Termal Sq 

Upper Dardy PA 19082

교회:610-352-4705 

Cell; 610-203-6968

 jesuwon@hotmail.com

   주소: 220 Upland Ave.,

Horsham. PA 19044

교회: :484-200-7930

Cell: 484-686-1232 

nyhoonjk@gmail.com

113 Apple Lane Mt, 

Laurel NJ 08054

교회: 609-707-0700

Cell: 856-701-3350 

예수원교회

우리사랑의교회

뉴호프커뮤니티교회

델라웨어영원한교회

낙원장로교회

체리힐장로교회

필라안디옥교회

양의문교회

뉴저지벧엘장로교회

뉴저지구원장로교회

남부뉴저지장로교회

델라웨어한인침례교회

첼튼햄장로교회

세선교회

델라웨어사랑의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참된 교회

아름다운주님의교회

뉴저지양지교회

은혜선교교회

구세군필라한인교회

사랑장로교회

월밍톤장로교회

큰믿음제일교회

사랑나눔교회

반석교회

뉴저지열방교회

델라웨어섬김의교회

기쁨의 교회

여호수아장로교회

도버한인침례교회

벧엘장로교회

후원교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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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최해근 

담임목사 정인원

담임목사 김치수

담임목사 조병우

담임목사 강학구

담임목사 김영천

담임목사 김정도

담임목사 임준한 

담임목사 이경종

담임목사 조성수

담임목사 김성철

담임목사 김덕신

담임목사 이대우

담임목사 천조웅

담임목사 안용권

담임목사 하형록

담임목사 채왕규

담임목사 강선만

담임목사 김  곤

담임목사 임관호 

담임목사 이정철 

담임목사 박등배  

담임목사 조진모 

담임목사 백운영 

담임목사 안문균

담임목사 김동헌 

담임목사  박정호

담임목사  홍용천

담임목사 김대승

담임목사 유영일

담임목사 조정칠 담임목사 고택원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교회: 610-222-0691 

Cell: 267-471-7777 

hankschoi@gmail.com logosnews@hotmail.com

1200 Easton Rd.,

Abington PA 19001

교회: 215-579-0191

Cell: 267-575-9977 

sscho153@hotmail.com

112 Spring Garden St. 

Ambler PA 19002

교회: 215-654-7370 

Cell: 267-269-5838 

Yeseungkim@yahoo.com

750 Skippack Pk.

Blue Bell PA 19422

교회: 215-500-2838 

Cell: 215-500-2838

goodmorningpastor@gmail.com

1049 Davis Grove Rd., 

Ambler, PA 19002

교회: 215-280-5768

Cell: 215-542-5686

leedaewoo19126@gmail.com

1407 Hungtingdon Pike. 

Hungtingdon valley PA 19006

교회: 215-947-1693 

Cell: 267-577-0392

jk1643@hotmail.com

8707 W. Cheltenham Ave.

Wyndmoor PA 19038

교회: 215-869-2473  

Cell: 215-869-2473 

gospelyka@yahoo.com

510 Bethlehem Park,

Colmar,PA 18915

교회: 215-412-2892 

Cell: 267-474-2448 

thaahs@calvoryvision.com

550 E. Township Line Rd.Suite 100 

Blue Bell PA 19422

교회: 484-342-0300

Cell: 484-342-0200

wangchae@gmail.com

36 Linekiln Pike 

Glenside PA 19038

교회: 215-782-3789 

Cell: 215-782-3789 

skang527@yahoo.com

437 Skippack Pike.

Blue Bell. PA 19422

교회: 215-885-3495 

Cell: 267-808-7788 

Gonkim0191@yahoo.com

423 Derstine Ave.,

Lansdale PA 19446

Call:718-799- 6181

jesus5203@yahoo.co.kr

10121Bustleton Ave.

Philadelphia PA19116

교회: 215-796-0610

Cell: 215-796-0610 

pjcree@hotmail.com

80Cedar Grove Rd.

Conshohoken PA 19428

교회: 610-397-0297

Cell: 267-474-0905

deungpark@gmail.com

235 Summit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교회: 267-307-1757

Cell: 215-362-4818

deungpark@gmail.com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교회: 215-927-0630

Cell: 215-528-2255

yspcusa@hanmail.net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교회: 215-542-0288

Cell: 267-605-6171

lordchurch@hotmail.com

551 Paxon Hollow Rd. 

P.O.Box403 Broomall PA 19008

교회: 610-356-4327 

Cell: 610-517-8477

dh5221@hotmail.com

3502 Stanwood St. 

Philadelphia PA 19136

교회: 215-500-2084

Cell: 215-500-2084

lie4him@gmail.com

6820 Chestnut St., 

Upper Darby PA 19082

교회: 610-352-4353  

Cell: 267-515-1109

ych5219@aol.com

145 Green St., 

Lansdale PA 19446

교회: 215-659-3885

Cell: 267-496-840 

ych5219@aol.com

328 Summit Ave., 

Jenkintown,PA 19046

교회: 215-362-0358 

Cell: 267-205-5583

Rev-yyi@hanmail.net

80 Lower Siver Lake Rd., 

Ncwtown .PA 18940

교회: 623-670-4653

Cell: 623-670-4653

logosnews@hotmail.com

879 W. Street Rd, 

Warminster PA 18974

교회: 215-674-1133 

Cell: 267-467-5965

chisoo8453@gmail.com

1925W.Cheltenham Ave.

Elkins Park PA 19027

교회: 610-352-8780

Cell: 484-477-8453

byung4815@yahoo.co.kr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교회: 215-884-5251

Cell: 518-598-6380

kanghakkoo@hanmail.net

400 N. Bethlehem 

Pike Ambler. PA 19002

교회: 215-646-9500 

Cell: 267-679-4598

youngcheonkim@hotmail.com

4 Elm Dr., Lansdale, PA 19446

교회: 215-368-9066  

Cell: 215-917-3315

youngcheonkim@hotmail.com

1001 W. 70th Ave. 

Philadelphia PA 19126

교회: 215-927-1947 

Cell: 267-241-0969 

coramtheo0191@daum.net

6600 N 5th Street , 

Philadelphia PA 19126

교회: 267-393-3123

logosnews@hotmail.com

775 Skippack Pike,

Blue Bell, PA 19422

교회: 215-628-3333

Cell: 908-755-8836

taekwonkoh@hotmail.com

6 Summit Valley Ln,

Oreland PA 1907

교회: 215-402-9922 

Cell: 215-668-3599 

블루벨한인장로교회

필라서머나교회

열린장로교회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명성장로교회

제자교회

뉴비전교회

예수사랑교회

새한장로교회

필라순복음선교교회

영생장로교회

필라델피아한인침례교회

하비스트한인교회

주님의교회

갈보리교회

주사랑성결교회

몽고메리교회

필라등대교회

성도교회

필라델피아제일장로교회

둥지교회

예루살렘교회

필라한마음교회

코렘데오교회

필라델피아교회

필라제일연합감리교회

앰블러장로교회

필라한빛성결교회

로고스교회

예승장로교회

휄로쉽교회

갈보리비전교회

후원교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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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15.목 
1회: 오후 4시   2회:오후 8시

Keneseth Israel
(케네세스 이스라엘)
8339 Old York Rd., 
EIkins Park PA 19027

Ticket:$15
문의:215.307.7068

윤항기 목사초청

사옥이전 기금마련 

찬양과 간증

www.goodnewsusa.org

MIDWEST UNIVERSITY 교회음악 학사 (B.A)
개신대학원대학교 목회학석사 (M.Div)

MIDWEST UNIVERSITY 교회음악박사 (D.C.M)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총회장 역임
(현)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학장

후원

그레이스
복지센터

오로라
가정간호복지원

굿뉴스인터넷복음방송
Goodnews Internet Broadcasting

티켓구매처: 
빠리제과점 (5가입구)(215.276.2000)
체리힐H-마트(제과점)(856.489.4611)
아모레화장품(첼튼햄)(215.635.1471)
아가페베이커리(아씨)(215.412.0478)
S&P Boba Tea(어퍼다비 H마트)(610.352.5222)

전면광고



39NO. 18 / March 3, 2018

굿뉴스인터넷복음방송(이사장 유
기호장로 대표 김종환 목사)은 지
난 2월27일 (화) 오후 7시30분 본 
방송 예배실에서 방송위원인 이
승균 목사(필라델피아중앙교회)
를 초청해 제306회 화요기도회를 
가졌다. 
이승균 목사는 ‘여호아 이레(잠언
16:9)’의 제목으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날 합심기
도를 통해 기드온 300용사(년100
불) 회원가입을 위하여,방송국 사
무실이전을 위한 건축헌금 후원을 
위하여, 필라good 뉴스와 코리아

윅크 종교섹션을 통한 복음전파를 
위하여, 윤항기목사 초청 사옥이
전 기금마련 찬양과 간증 성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한편 굿뉴스인터넷복음방송은 3월 
첫주일인 3월 4일부터는 새 이전
장소(1012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에서 업
무를 시작하며 제307회 화요기도
회(3월6일) 설교는 정상인 목사(
성언장로교회)가 담당할 예정이
다. 문의 및 상담: 215-307-7068 / 
484-477-8453

필라델피아교회(담임 이경종목
사)에서는 지난 2월25일(주일)오
전 11시 예배 후 노규창 은퇴목
사 생신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경종 목사는 마태복음 26:36-
46절의 본문으로 ‘내 원대로 마
옵시고’의 제목의 말씀을 통해 “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하며 하루의 삶
을 시작하며 기도는 간절한 마음
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고 강조하였다. 
이 목사는 “86세의 생신을 맞이

하여 평생을 기도와 교회를 섬기
는 생각으로 살아오신 노규창목
사는 지금까지 건강을 지키며 기
도하는 분이다”라고 전했다.  
상담 및 문의 267-575-9977

굿뉴스인터넷복음방송(이사장 유기
호 장로 대표 김종환 목사)은 사옥
확장이전 기금마련을 위한 윤항기
목사 초청 찬양과 간증집회를 개최
한다. 방송국은 그동안 구 고바우
식품 지하홀에서 사무실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말 건물 소유주로부
터 해약통보를 받고 그동안 이전장
소를 물색하던 중 첼튼햄 선상 임
부동산(1012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건물 이층
으로 결정했다. 이번 집회는 한인동
포에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파하며 이민 삶 속에 새로운 희망
과 삶을 심어주는 집회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일시:2018년3월15일(목)오후4시 오
후8시 | 장소:Kenesth Israel (케
네시스 이스라엘)유대교회당 주소: 
8339 Oid York Rd.Eikns PA 19027 
(611선상에서 73번이 만나는 오른쪽 
편) 후원 티켓금:$15
티켓 구매처: 빠리제과(215-276-
2000) / 체리힐 H마트제과점(856-
489-4611) 첼튼햄 아모레화장품
(215-635 -1471)/ 아가페 베이커리
(215-412-0478), S&P BoBa Ten (어
퍼다비 H마트)(610-352-5222)
굿뉴스인터넷복음방송(www.good-
newsusa.org) 문의:215-307-7068

윤사무엘목사 ‘내가 만난 예수님’ 출연 굿뉴스인터넷복음방송
헌신예배

목회연구원 특강
강사 장성식목사

찬양과 간증 집회
윤항기목사 초청

지난 2월15일 (목) 오후2시 굿뉴스
인터넷복음방송(이사장 유기호 장
로, 대표 김종환 목사)의 ‘내가 만
난 예수님(담당 레베카 윤)’에는 
윤사무엘 목사가 초청되어 윤 목
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와 
예수님을 영접하여 변화된 간증
을 했다.
(방송내용은 구글에서 goodnew-
susa.org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인하고 청취할 수 있다” 문의 및 
상담: 215-906-9353

굿뉴스인터넷복음방송(이사장 유
기호장로 대표 김종환 목사)는 지
난 2월25일(주일) 오후4시 본방송 
예배실에서 노준구장로를 초청하
여 굿뉴스인터넷복음방송 헌신예
배로 드렸다. 

이날 노준구장로는 요한복음 
15:9-12절의 본문으로 ‘기쁨을 충
만하게’의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
였다. 
상담 및 문의 215-307-7068/302-
898-6285

필라목회연구원(섬김이 황준석 목
사)는 지난 2월 22일(목) 오전10
시부터 새한장로교회(담임 고택
원 목사) 교육관에서 장성식  목
사(한인필라델피아교회 담임)를 
초청해 ‘포스트모더니즘은 위협인
가 기회인가? 라는 주제의 특강
을 들었다. 
강사 장성식 목사는 안토니 시즐
톤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신학에 대
한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면서 “

첫째로 이성, 전통 그리고 진리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였으며, 둘째
로 급진적인 다원주의, 실용주의
에 너무나 호의적이었으며, 셋째
로 내가 속한 그룹의 지엽적인 관
점에 특별한 호의를 보인다”고 전
했다. 강사 장성식 목사는 영국 
글레스고우대학교 조직신학(Ph 
D),웨스트민스터 신학교(Th.M)를 
졸업하고 대신총회신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필라델피
아 지부(지부장 황준석 목사)는 
지난 2월25일(주일)오후 7시 뉴저

지양지교회(담임 장두만 목사) 수
양관에서 2월 기도회를 열었다. 
인도에 장두만 목사(본회 부회장), 

대표기도 정우영 목사(메릴랜드 
예일교회)에 이어 말씀 선포에 고
택원 목사(새한장로교회/본회 부
회장)는 마태복음10:1-8절의 말씀
으로 ‘목회자가 평생 기억할 것’의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목회자는 
부름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 받아야 하며 권능 받은 목회
자로서 영적 파워를 가지고 하나
님 앞에 바로 서야 하며 사역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우 목사가 인도한 특별기도
회에서 김종환 목사, 안창기 목사, 
차문환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
고 이대우 목사의 광고에 이어 고
택원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승균 목사 초청 제306회 화요기도회  

한기부 필라지부 2월 기도회

노규창 은퇴목사 생신감사예배

교계뉴스



대필라델피아 한인원로목사회 구
정맞이 만찬감사예배 및 기도회가 
몽고메리교회(담임 최해근 목사)초
청으로 지난 2월 19일(월) 오전11
시 본당에서 열렸다.
예배인도에는 회장 이광영 목사, 

반주 이선숙 사모(글로벌장로교회),
대표기도 부회장 신청기 목사(살롬
은목교회)에 이어 설교를 맡은 최
해근 목사는 마태복음 20:1-16절의 
말씀으로 “감사함만 남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삯군은 주인과 약속한 대
로 행하고 그에 대가만 받으면 된
다고 하였다.”며 “일찍 나와 밭에
서 일하는 자와 늦게 나와 일하는 

자가 똑 같은 임금을 받은 것을 불
평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
하면 된다.”고 전했다.
합심기도 인도에 고문 안영균목

사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선교
를 위하여’, ‘극동 순회선교사 김만
우 목사의 사역과 일정을 위하여’ ‘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필라교협’ ‘목사회’ ‘원로목사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총무 전영현목사는 광고를 통해 

3월 정기월례회는 3월 5일(월) 오
전11시 제자교회(담임이정철목사)
의 초청으로 가지게 된다고 하였
다, 9월모임은 성극관람으로 9월 6

일(목) 모일예정이며 예약 관계
로 3월 모임때 까지 신청을 바란
다고 전했다, 굿뉴스인터넷 복음방
송에서 사옥이전 기금마련 윤항기
목사 초청 찬양과간증이 3월15일(
목) 오후4시, 오후8시 케네세스 이
스라엘 강당(8339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에서 개최

한다고 말했다. 
축도에 고문 성기호목사, 예찬감

사기도에 안창기목사, 특별히 애찬
은 몽고메리교회 여선교회에서 정
성을 담은 푸짐한 식탁을 준비하
여 구정 설맞이 잔치를 베풀어 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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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굿 

필라 원로목사회 구정맞이 만찬 감사예배 및 기도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면 된다”

도르가의집 필라상담센터(소장 
이경종 목사) 가족 상담 제3기 개
강이 지난 2월15일(목) 오전10시30
분부터 오후3시30분까지 7주간(3월
29일까지) 필라델피아교회(담임 이
경종 목사) 교육관에서 배임순목사
(여성상담교육센터 원장/ 도르가의
집 대표)와 황혜진 전도사 강의로 
시작하였다. 
제3기 개강예배 인도에 이경종목

사, 기도에 박진표 목사에 이어 이
경종 목사는 이사야 48:17-19의 본
문으로 ‘회복케하시리라’의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강사 배임순 목사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의 교재로 특강을 했
고 황혜진전도사의 강의로 첫째 날 
수업을 마쳤다. 도르가의집 필라상
담센터는 2월 특강으로 ‘영성 생활 
상담의 필요성과 영성상담의 진정
한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
이다. 도르가의집 필라상담센터에
서는 일정 수업을 이수한 후 상담
사역자양성 및 지도자 과정 수료증
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문
의 및 상담: 267-575-9977.

요크 한인요양원, 그레이스노인
복지센터, 오로라 가정간호복지원
는 설날을 맞아 필라인근에 있는 
유니버시티스 퀴어 40가 아파트
를 시작으로 샌디힐 노리스타운 
아파트, 그레이스복지센터, 필립
머리 아파트, 헌팅팍, 어포튜니티, 
요크 요양원을 순회하며 설날 대

잔치를 베풀었다.
특히 지난 2월17일(토) 오후6

시 필립머리아파트(회장 오충환
장로)에 입주해 있는 어른을 위
하여 열린 설날대잔치에서 필라
국악원(원장 정세영 집사)의 율
동과 찬양은 참석한 모든 분들에
게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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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단체 연합 설날 대잔치도르가의 집 가족상담교육

*앱설치방법*

검색창에서 

“미디어 USKorea”를

검색한 후 

설치버튼을 눌러 

앱을 설치하세요.

구글용   /   아이폰용 

▲필라델피아 한인원로목사회 구정맞이만찬감사예배후 단체사진

▲도르가의집 필라상담센터 제3기 가족상담교육개강기념 단체사진

▲요크 한인요양원, 그레이스노인복지센터에서 설날맞이 대잔치를 개최했다.

● 상임고문
김만우 목사(미국)
이  선 목사(한국)

● 고문
신청기목사, 윤철환목사
김종규장로, 손광선장로   

● 이 사 장
이사장 유기호 장로
대표 김종환 목사

● 방송심의위원
김만우목사, 윤철환목사
신청기목사, 성기호목사

● 방송위원   
강도영목사, 김치수목사,
김세훈목사, 김정은목사,
김성철목사,김영천목사, 
박승국목사, 이경종목사. 
이승균목사, 정원수목사,
천조웅목사, 정상인목사,
노준구장로, 오충환장로, 
레베카윤 사모,
주염돈장로(음악), 
조인순사모(영상편집),
임은경집사(편집)
박태동장로(가정상담),
이광호장로(학생상담)
이승학집사(미디어), 
손창우집사(미디어)
정태광집사(미디어)

● 예배위원
김주현목사, 권오국장로 
이선숙사모, 레베카윤사모 
조인순사모, 백문호집사

● 운영이사
노준구장로, 유기호장로
유지하장로, 이정철장로
김종환목사

Goodnews 인터넷복음방송사역에

동참하여  섬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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