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
노회(노회장 장신옥장로)는 3월 
6일(화) 오후 6시 뉴욕평안교회
(담임 조재형 목사)에서 제85차 

정기노회를 열고 ‘필그림교회 부
동산 매매에 대한 양해각서’ 등의 
주요현안들을 처리했다.
양해각서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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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는 3월 15일(목) 오

전 10시 30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2차 임실행위원

회를 열고 부활절 연합새벽예배와 
사랑의 가교운동, 선거법 개정등 

주요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뉴욕교협 이만호 회장(뉴욕순복

음안디옥교회)은 이날 “금번 부활
절 연합예배 헌금 중 일부를 미자
립 교회 지원금에 사용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예수 사
랑 실천을 목적으로 ‘사랑의 가교 
운동’을 시작한다. 형편이 어려운 
미자립교회 20-30 곳을 선정해 매
월 200~300달러씩 지원할 계획이
다.”라고 덧붙였다.
뉴욕교협산하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는 4월 1일(주일) 새벽 6시 플
러싱을 비롯한 총 22개 지역으로 
나뉘어 열린다. 각 지역의 준비위
원장, 예배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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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씀하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16:15)

부활절새벽연합예배 헌금 미자립교회 돕는다

 뉴욕한마음교회(담임 정양숙 목
사)가 3월 4일(주일) 오후 1시 30
분 창립5주년을 맞아 사랑나눔 감
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담임 정양

숙 목사는 박길준, 나눔의집, 한부
모협회 등 세 곳에 5,000달러의 성
금을 기부했다. 
선교부장 곽우천 

▲뉴욕한마음교회 창립5주년 사랑나눔 감사예배 현장

▲뉴욕교협 총 22개 지역 새벽연합예배가 열렸으며, 모두 모여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뉴욕교협 총 22개 지역 새벽연합예배 헌금 미자립교회 돕기로
금권·부정 선거 방지를 위한 회칙 개정 계획 발표

<10면에 계속>

<10면에 계속>

<10면에 계속>

뉴욕한마음교회 창립5주년 
사랑나눔 감사예배

718.414.4848

스마트폰으로 듣고보는
뉴욕기독교방송

www.cbsnewyork.net

사장 문석진 목사

▲부활절새벽예배 장소(2,3면)

▲고 김선실목사 장례예배(7면)

▲씨존 스마트폰 강좌 79기(11면)

▲중독뉴스(13-17면)

주요기사 안내

필그림교회 건물, 매각
참빛교회에 450만 달러

오늘의 대한민국이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 되어 국력 손실
은 물론 사회적 정신적 비용이 
가중 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을 새롭게 치유 해야 하는 일
에 우리 모두 앞장 서야 합니
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세상 
속에 함몰 되고 있으며 그리스
도인의 사회적 책임도 망각 하
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없어 안
타까울 뿐입니다. 시대의 좌표
와 방향을 바로 설정 하고 나
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대적 

상황을 직시 할 수 있는 진
정한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
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
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 입니다.

시대의 소리
(301회)

최요한 목사

서울명동교회 담임

PCUSA 85차 동부한미노회

▲부활절 메시지(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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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새벽연합예배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일시: 2018년 4월 1일(주일) 새벽 6시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여 뉴저지내 모든 개신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새벽을 깨우며 부활의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교단과 교파와 개교회를 
넘어서서 임하는 예수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그 놀라운 축복을 주님안에 한 
몸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충만히 누리는 뉴저지 교협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역별 예배중에 함께 드려진 
모든 부활절 연합예배헌금은 서로를 돌아보는 뉴저지내 '미자립교회'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여, 부활의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온 교회가 하나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온 교회가 하나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장소: 각 지역별

31기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 행사일정: (문의: 713-277-8003)

알리는 말씀

1. 어린이 성경암송대회  일시: 4.15일(주일) 6pm 장소: 뉴저지동산교회

2. 호산나 어린이찬양제  일시: 5.13일(주일) 5pm 장소: 뉴저지초대교회

3. 호산나목회자세미나   일시: 6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소: 한소망교회

4. 제4회 뉴저지 한인교협 회관기금모금합창제 일시: 9월 16일 (주일) 오후 5시(예정)

1. 함께 모이는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장소와 친교를 제공해 주시는 교회들, 그리고 예배 순서를 담당해 
   주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지역에서 누락된 교회가 있으면 소집 담당목사님께 알려 주시고,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부활절 새벽연합예배에 드려지는 헌금은 모두 뉴저지내의 ‘미자립교회’들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Pay to: CKCNJ)  보내실 곳: CKCNJ,  P.O.Box 205, Palisades Park, NJ07650.   
4. 부활절 예배때 뉴저지교협 주소록이 배부됩니다.  뉴저지교협 주소록 휴대폰 APP: ‘nj korean churches’
5. 뉴저지 교협 회원가입 신청 문의: 713-277-8003, njkoreanchurches@gmail.com 

예배장소: 뉴저지하베스트교회(안민성목사)
장소: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지역: Closter, Cresskill, Demarest, Haworth, 
          Norwood, Old Tappan

예배장소: 구세군 잉글우드한인교회(최다니엘사관)
장소: 380 S Van Brunt St. Englewood, NJ 07631
지역: Englewood, Englewood Cliff, Tenafly

예배장소: 뉴저지방주교회(오범준목사)
장소: 95 30th St, Fair Lawn, NJ 07410
지역: Paramus, Fair Lawn, Ridgewood, 
         Rochelle Park, West Milford

예배장소: 뉴저지영광교회(정광희목사)
장소: 42 Court St, Hackensack, NJ 07601
지역: Hackensack, Teaneck

예배장소: 뉴저지만나교회(강남수/김동욱목사)
장소: 88 Hickory Ave, Bergenfield, NJ 07621
지역: Bergenfield, Dumont, New Milford

지 역 장 :   안민성목사(뉴저지하베스트교회)
소 집 책 :   송호민목사(201-725-4117)
설 교 자 :   김종윤목사(예수드림교회)

지 역 장 :   최다니엘사관(구세군 잉글우드교회)
소 집 책 :   장병근목사(201-753-0088)
설 교 자 :   고한승목사(뉴저지연합교회)

지 역 장 :   오범준목사(뉴저지 방주교회)
소 집 책 :   최재형목사(201-887-0505)
설 교 자 :   육민호목사 (주소원교회)

지 역 장 :   정광희목사(뉴저지영광교회)
소 집 책 :   권광희목사(516-320-1750)
설 교 자 :   이우용목사 (순복음뉴저지중앙교회)

지 역 장 :  유재도목사(땅끝교회)
소 집 책 :  홍인석(201-815-9254)
설 교 자 :  강남수목사(뉴저지만나교회) 

지 역 장 :  김종국목사(새언약교회)
소 집 책 :  송재현목사(201-783-5923)
설 교 자 :  양춘길목사(필그림선교교회)

뉴저지새생명 교회
뉴저지선한목자교회
뉴저지초대교회
뉴저지하베스트교회
다리놓은교회
예수드림교회
예인교회
요벨한인연합감리교회
클로스터개혁교회
팰리세이드교회
하나교회
한무리교회
한성개혁교회

국남주목사
박원규목사
박형은목사
안민성목사
성영호목사
김종윤목사
정철목사
한명선목사
주선종목사

이춘기목사
박상돈목사
송호민목사

갈보리순복음교회
개신교수도원교회
구세군잉글우드한인교회
뉴저지복된교회
뉴저지성실교회
뉴저지연합교회
유영교회
은혜와평강교회
참된교회
초원교회
컴백교회
푸른하늘교회

백형두목사
에스더 김목사
최다니엘사관
신철웅목사 
장승철목사
고한승목사
장병근목사
김학룡목사
박순진목사
임종화목사
박지우목사
이은희목사

뉴저지 방주교회
뉴저지평화장로교회
리지우드장로교회
버겐카운티장로교회
베들레헴장로교회
새노래교회
샘이깊은교회
아콜라연합감리교회
주소원교회
축복의교회
한생명교회

오범준목사
김재준목사
연영재목사
김영덕목사
이요한목사
김신율목사
이선구목사
안명훈목사
육민호목사
최재형목사
김성환목사

뉴저지성도교회
뉴저지영광교회
뉴저지푸른바위교회
샘솟는교회
순복음뉴저지중앙교회
시온제일교회
예수마을교회
주은혜교회
참빛교회
티넥연합감리교회
한소망교회

허상회목사
정광희목사
홍상설목사
오명석목사
이우용목사
원도연목사
김진호목사
권광희목사
황    주목사
이재덕목사
김귀안목사

높은뜻교회
뉴저지그레이스장로교회
뉴저지브니엘제일장로교회
뉴저지조이플교회
뉴저지주사랑교회
뉴저지평강교회
리버델교회
새방주교회
새언약교회
정원장로교회
지구촌교회
필그림선교교회

김흥채목사
한동원목사
서성환목사
김유태목사
송재현목사
정경남목사
노순구목사
박인갑목사
김종국목사
임희관목사
김주현목사
양춘길목사

가스펠휄로십교회
뉴저지만나교회
뉴저지성산성결교회
땅끝교회
머릿돌교회
생명의교회
시온성교회
제자교회
참아름다운교회
포도나무교회
하늘문교회

성현경목사
강남수목사-김동욱목사
박종일목사
유재도목사
이상칠목사
이경삼목사
이수원목사
이영기목사
권형덕목사
최   혁목사
홍인석목사

예배장소: 뉴저지프라미스교회(박우신목사)
장소: 150 Grand Ave, Leonia, NJ 07605
지역: Leonia, Palisades Park

예배장소: 뉴저지 성은장로교회(고구경목사)
장소: 121 Bridle Way, Fort Lee, NJ 07024
지역: Cliffside Park, Edgewater, Fairview, Fort Lee

예배장소: 뉴저지영광감리교회(임희영목사)
장소: 250 Stuyvesant Ave, Lyndhurst, NJ 07071
지역: 

예배장소: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김은범목사)
장소: 410 Grove St, Clifton, NJ 07013
지역:

예배장소: 임마누엘장로교회(우종현목사)
장소: 397 Commercial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지역: Palisades Park, Ridgefield

예배장소: 뉴저지동산교회(윤명호목사)
장소: 210 Washington Ave, Little Ferry, NJ 07643
지역: Bogota, Little Ferry, Ridgefield Park

지 역 장 :   박우신목사(뉴저지프라미스교회)
소 집 책 :   고훈천목사(201-461-8881)
설 교 자 :   최준호목사 (주님의은혜교회)

지 역 장 :   고구경목사(뉴저지성은장로교회)
소 집 책 :   김경철목사(201-704-9016)
설 교 자 :   조재원목사(에셀장로교회)

지 역 장 :   임희영목사(뉴저지영광감리교회)
소 집 책 :   박근재목사(201-647-7766)
설 교 자 :   박형기목사(뉴저지개혁장로교회)

지 역 장 :   김은범목사 (사랑의 글로벌비전교회)
소 집 책 :   이성일목사(973-356-9331)
설 교 자 :   이성일목사(내리연합감리교회) 

지 역 장 :  우종현목사(임마누엘장로교회)
소 집 책 :  이준규목사(917-348-4456)
설 교 자 :  우종현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지 역 장 :  윤명호목사(뉴저지동산교회)
소 집 책 :  김상웅목사(845-499-1921)
설 교 자 :  장동신목사 (오늘의목양교회) 

뉴저지목양교회
그레이스벧엘교회
뉴저지세계로교회
뉴저지장로교회
뉴저지프라미스교회
드림교회
복음으로사는교회
열린문교회
주기도문장로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광교회
풍성교회

신광철목사
장학범목사
정종식목사
김도완목사
박우신목사
유병우목사
김세중목사
허민수목사
정종환목사
최준호목사
고훈천목사
한효동목사

뉴저지기쁨의교회

뉴저지등대침례교회

뉴저지성은장로교회

뉴저지코너스톤교회

라이프교회

에셀장로교회

하늘샘교회

김경철목사

김화용목사

고구경목사

임장기목사

윤양필목사

조재원목사

김명진목사

가나안한인교회
뉴저지개혁장로교회
뉴저지보은교회
뉴저지영광감리교회
뉴저지우리교회
뉴저지제일한인교회
뉴저지주안교회
선한목자교회
시나브로교회
예향장로교회

진박민목사
박형기목사
김흥교목사
임희영목사
오종민목사
강상석목사
문중호목사
서세광목사
박근재목사
지용승목사

구원장로교회
내리연합감리교회
뉴저지반석교회
뉴저지순복음안디옥교회
뉴저지안디옥장로교회
뉴저지연합장로교회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모리스한인연합감리교회
베다니연합감리교회
복음장로교회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산돌교회
성산교회
아름다운성결교회
은혜언약교회
하제성결교회

장치조목사
이성일목사
이기백목사
이은혜목사
이상성목사
손정모목사
이희조목사
최상훈목사
이기성목사
최은수목사
김은범목사
김대호목사
주선영목사
장승기목사
박정식목사
이민용목사

가스펠교회
뉴저지그레이스교회
뉴저지동산교회
뉴저지예손교회
뉴저지은혜제일교회
뉴저지행복한교회
미주제일장로교회
보고타교회
빛교회
새샘교회
소망의교회
언덕위의교회
예수동행교회
오늘의목양교회
주님의사랑교회

이주남목사
김주환목사
윤명호목사
김상웅목사
이의철목사
이병준목사
양영철목사
황성현목사
김희건목사
이종묵목사
정은수목사
김경환목사
유윤섭목사
장동신목사
송판주목사

뉴저지말씀교회
뉴저지순복음교회
뉴저지청암교회
뉴저지팰팍한인교회
백향목교회
산소망교회
섬기는교회
세상의빛교회
소망장로교회
수정교회
임마누엘성결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주예수사랑교회
참빛한인연합감리교회

최원섭목사
이정환목사
김태수목사
이상조목사
정참수목사
조영재목사
박순탁목사
민경수목사
박상천목사
이준규목사
박찬순목사
우종현목사
황용석목사
전영철목사

Bayonne, E. Rutherford, Garfield, Hasbrouck Heights, 
Jersey City, Lyndhurst, Rutherford, Secaucus, 
Union City, W. New York

 Bloomfield, Clifton, Livingston, Milburn, Parsippany, 
 Passaic, Pine Brook, Randolph, Roseland, Wayne, 
 West Caldwell, West Orange, Woodland Park

예배장소: 찬양교회
장소: 15 Cedar Grove Ln, Somerset, NJ 08873

지 역 장 :   이창우목사(주소망교회)
소 집 책 :   손태환목(세빛교회 908-350-3855)
설 교 자 :   도상원목사 (갈보리교회)

(뉴저지 중부)

회장: 윤명호목사, 부회장: 홍인석목사, 강영안 장로 총무: 박인갑목사
서기: 김상웅목사, 기록서기: 백형두목사, 회계: 최봉호장로

THE COUNCLE OF KOREAN CHURCHES OF NEW JERSEY

호산나
전도대회 

일정: 6월 22일-24일 (금-토 7:30pm, 주일 5pm)  

장소: 한소망교회
강사: 이정익목사님 (신촌성결교회 원로 및 희망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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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활절 메세지

이만호 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윤명호 목사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뉴저지동산교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느 한
편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아직도 그 신화를 믿
는가? 라는 불신의 소리들이 들렸지만 
경건한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
의 죽음에서 사흘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의 부활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그대로 믿

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믿음의 결핍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부인하
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마음대로 

만든 종교와 확연히 구별되는 분기점 입
니다. 다른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이 절대로 다시 살지 못했
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죽었

다가 다시 살아날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의 몸
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부활의 새생명
이 되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곧 주님 재림 하실

때 그 때가 오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
신 그 부활의 길을 따라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의 그날
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세세무
궁토록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부활의 새생명이 모든 교회와 동포사회

와 미국과 어려워만 가는 우리 조국 대
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생명의 부활이 다시
한번 넘쳐 나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주님, 참 좋은 인생’ 
김용택 시인의 ‘참 좋은 당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

지던 내 뒤란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
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

만히 불러내온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
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
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해도,/ 참, / 좋은,/ 당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은 생각만 해도 참 좋으신 하나님
이십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통
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주님
은 그 어느 빛보다도 밝은 부활의 영광

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은 어떤 사단의 훼방

과 공격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요, 
어떤 좌절과 절망도 결코 이길 수 없
는 소망이요,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
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
속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인 것입
니다.   예수님의 부활안에, 인생의 모
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밝고 환한 부활절 아침, 늘 ‘아,/생

각만해도,/참,/좋은,/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참 좋은 
인생’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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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저지노회(노회
장 임종화 목사) 58회 정기노회가 3월 13일
(화) 뉴저지 한무리교회(담임 박상돈 목사)
에서 열렸다.
신임 임원진은 노회장 김도완 목사(뉴저지

장로교회), 부노회장 방홍석 목사(새하늘교
회)와 서강민 장로(뉴저지장로교회), 서기 정
창문 목사(프린스톤연합교회), 부서기 조인
목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회록서기 강신
균 목사(빚진자들선교교회), 부회록서기 김
영철 목사(이레교회), 회계 박진수 장로(한
무리교회), 부회계 손동우 장로(뉴저지초대
교회), 감사 안병구 장로(뉴저지장로교회)와 
정철 목사(예인교회) 등이다.
개회 예배는 김도완 목사(부노회장)의 인

도, 김재진 장로(부노회장)의 기도, 임종화 
목사(노회장)의 설교, 윤만열 목사(남부시찰
장)의 성찬식 집례, 임종화 목사의 축도, 방
홍석 목사(서기)의 광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무를 통해 ▲교회 및 목사 회원가입 청
원-세상의빛교회(민경수 목사), 빛된교회(박
동은 목사) ▲장로고시 청원-뉴저지명성교
회(서경석 목사)의 김현웅, 한영수 ▲목사고
시 청원-뉴저지장로교회(김도완 목사)의 김
선복, 김용현, 예인교회(정철 목사)의 오철, 
정선희 등의 안건과 빛된교회의 장로 1인 증
선 청원, 예인교회와 한무리교회의 교회주소 
변경 청원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뉴저지노회 임원회는 담임목사 권고 

사임, 당회의 조직, 개정헌법 장로의 시무연
한에 대한 헌의안 3건을 올렸다.
한편 해외한인장로회의 노회 통폐합논의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동부에
서 뉴욕노회, 동북노회, 유럽노회가 통합되
고 필라노회, 수도노회, 동남노회가 통합되
는 안이 제안되고 있고 뉴저지노회는 종전대
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한인장로회(KPCA) 동북노회 제30회 
정기노회가 3월 12일(월) 오후 5시 뉴욕목
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열렸다.
노회장에 이은희 목사, 부노회장 오영관 

목사, 정연오 장로가 선출되었다. 신임원으
로 서기 박용진 목사 부서기 최명혜 목사 
회록서기 박천영 목사 부회록서기 이상훈 
목사 회계 손정주 장로 부회계 이형민 장
로가 뽑혔다.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이은희 목사의 사회

로 열렸으며, 부노회장 박영삼 장로의 기도, 
노회장 유용진 목사의 설교, 성찬식, 서기 
박용진 목사의 광고, 전 노회장 오영관 목
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유영진 목사
는 히 3:1-6 말씀으로 ‘대제사장 예수를 깊

이 생각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성찬
식은 송병기 목사가, 분병/분찬 위원은 정
연오, 최원진, 이형민 위원이 진행하였다.
폐회예배는 부노회장 오영관 목사의 사회

로, 정연오 장로의 기도, 이은희 목사의 설
교, 직전노회장 유용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헌의안으로는 △보스턴 새힘교회 임

시당회장 김명하 목사의 권민혁 전도사 목
사고시 청원 △목양교회 당회장 송병기 목
사의 허신국 목사 부목사 청원 △목양교회 
당회장 송병기 목사의 원로목사 청원 △한
성교회 당회장 김일국 목사의 장로 1인 증
선 청원 등이 논의되었다.

▲해외한인장로회 뉴저지노회 신임 노회장 선출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해외한인장로회 동북노회 신임 노회장(이은희 목사)선출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KPCA 뉴저지노회 58회 정기노회
신임 노회장 김도완 목사 선출

KPCA동북노회 30회 정기노회
신임노회장 이은희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제58회 정기노회가 3월 12일
(월) 뉴욕신일교회에서 열렸
다. 목사 34명 , 장로 14명 총 
59명 중 48명의 총대가 참석
한 가운데 열린 노회에서 신
임회장에 현 부노회장 박맹
준 목사가 선출됐고 목사 부

노회장에 허용구 목사(28표) 
장로 부노회장에는 정수영 
장로(26표)가 뽑혔다.
이날 구성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맹준 목
사, 목사 부노회장 허용구 목
사 장로 부노회장 정수영 장
로 서기 노성보 목사, 부서

기 이상호 목사, 회록서기 조
태성 목사, 부회록서기 우영
주 목사, 회계 김진상 장로, 
부회계 지재홍 장로 등이다.
노회장으로 두번째 선출된 

박맹준 목사는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해 이 빛나고 영광
된 노회장의 소임을 잘 감

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소감을 밝혔다. 내빈으로 
KPCA 총회장 박성규 목사
가 인사했다. 
뉴욕장신대학 보고에서 교

무처장이 이기백 학장을 대
리해 최근 뉴욕장신대 현황
을 보고했다. 회무처리에서 

뉴욕한민교회의 장로 3인증
선 청원과 문승진 전도사 목
사안수청원, 오봉석 목사의 
회원가입 청원, 장다솔전도
사의 목사고시추천 청원건이 
통과됐다.  
노회통폐합 위원회 구성은 

노회가 분립되기 전부터 분

립의 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
으며 법률에 해박한 회원 중
에서 선발하되 임원회에 일
임하기로 했다. 
한편 해외한인장로회 제43

회 총회는 5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도미니카에서 
열린다.

KPCA뉴욕노회 제58회 정기노회

▲KPCA뉴욕노회 제58회 정기노회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빛나고 영광된 노회장의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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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 5개 노회 새 임원 선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선이 되어야 한다.”
고 김선실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3월 5일(월) 오후 8시 뉴저지 베
다니교회에서 열렸다. 환송예배에
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명박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등 사회단체와 교회 등에서 조화
를 보내 고인의 신앙과 삶을 추
모했다.
환송예배에는 뉴욕교협 회장 이

만호 목사, 뉴저지교협 회장 윤명
호 목사 등 뉴욕뉴저지 목회자와 
진유철 목사, 양승호 목사 등 순
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관계자 
등과 교인들이 참가했다.
이날 이정환 목사(뉴저지순복음

교회)는 ‘오직 예수님(요16:7-13)’
의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정환 목
사는 고 김선실 목사가 3년 6개월 
전부터 뉴저지순복음교회에서 함
께 교회를 섬겼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어야 한다.’
며 항상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다
고 회고했다.
이 목사는 “병원에서도, 맥도날

드에서도, 거리에서도 늘 만나는 
사람에게 천국복음을 전했다.”며 
김선실 목사의 복음전도자의 모
습을 증언했다. 특히 이 목사는 
마지막 병상에서 고 김선실 목사
가 당부한 유언의 말씀을 전했다.
“첫째, 교회는 영혼구원하는 구

원선이 되어야 한다. 둘째, 영적
인 부흥이 앞서야 한다. 셋째, 성
령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넷째, 원수까지도 사
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장남 이영범 장로는 조사를 통

해 “어머니는 이영훈 목사가 높
은 자리에 갔다.(이영훈 목사에
게)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
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
의 영광이 가려진다.”며 당부했다
고 전했다.
 차남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

음교회)는 매년 뉴저지에 계신 어
머니를 방문했고 그 때마다. 뉴욕
교계에서 조찬기도회를 인도했다. 
이 목사는 올해 7월 열리는 뉴욕 
할렐루야대회 강사로 내정된 것
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생을 십자가 복음을 전
하며 영혼구원의 삶을 몸소 실천
했던 고 김선실 목사는 3월 3일(
토) 오전 뉴저지 헤켄섹 병원에서 
89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고 김선
실 목사는 1929년 3월 29일 황해
도 장연에서 목사의 막내 딸로 태
어났다. 1944년 고 이경선 장로와 
결혼해 슬하에 4남1녀를 두었다. 
1964년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1972년 순

복음신학교를 졸업했다. 여의도순
복음교회에서 여선교회 회장, 기
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
역자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했다. 
1980년 미국으로 이민, 뉴저지순
복음교회 등 여러 교회를 섬겼
으며 중국과 일본선교를 해왔다. 
2014년 명예목사 안수를 받았다.
유족으로는 장녀 이영혜 권사(

뉴저지베다니교회), 장남 이영범 
장로(뉴저지성은장로교회), 차남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3남 이영찬 선교사(뉴저지
베다니교회 파송 케냐 선교사), 4
남 이영석 안수집사(분당 지구촌
교회) 등과 손자 10명, 증손자 6
명이 있다.
발인예배는 6일 오전 9시30분 

뉴저지순복음교회, 하관예배는 오
전 11시 남편 이경선 장로가 안장
되어 있는 레스트랜드 메모리얼 
파크에서 드린다.

이영훈 목사 모친 고 김선실 목사 천국환송예배
평생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영혼구원의 삶을 몸소 실천했던 복음전도자

미 주 한 인 예 수 교 장 로 회
(KAPC) 뉴욕일원 5개 노회가 
3월 6일(화) 오전, 82회 정기노
회를 열고 새 임원을 선출했다. 
다음은 각 노회 신임 노회장, 

부노회장 명단이다.
뉴욕노회 △노회장 문종은 목

사(새영장로교회) △부노회장 
홍춘식 목사(오메가선교교회)
뉴욕동노회 △노회장 이상

만 목사(베이직교회) △부노회
장 장기수 목사(뉴저지임마누
엘교회) 
뉴욕서노회 △노회장 이종열 

목사(사랑의교회) △부노회장 
임동열 목사(엘림장로교회)
뉴욕남노회 △노회장 권영국 

목사(사랑으로사는교회) △부
노회장 조덕남 목사(락크랜드
새교회)
가든노회 △노회장 허상회 목사(

성도교회) △부노회장 김재호 목사
(시온산장로교회)
뉴욕노회(노회장 허윤준 목사) 이

날 총 49명 노회원 중 목사 23명과 
장로 3명 등 26명이 참석했고, 주
요 임원진으로 △서기 임병순 목사 
△부서기 임영건 목사 △회록서기 
이윤석 목사 △부회록서기 정기태 
목사 △회계 김수산 장로 △부회계 
송경동 장로 등이 선임 되었다. 회
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허윤준 
목사 인도, 기도 홍춘식 목사, 성경
봉독 오인수 목사, 설교 문종은 목
사, 성찬예식 손한권 목사, 축도 이
규본 목사, 광고 이종원 목사가 순
서를 진행했다. 헌의 청원 문서접

수는 1)새사람교회에서 목사후보생 
1명(김희태)과 장로 4인 증택 허
락청원 2)퀸즈장로교회 목사후보생
(전성호) 1명 허락청원 3)새생명장
로교회 목사후보생(박화중) 1명 허
락청원과 장로 2인 증택이 있었다. 
또 부목사 계속청빙이 퀸즈장로교
회(5명), 예사랑교회(1명), 주비전교
회(2명)에서 허락청원이 있었다.
뉴욕동노회(노회장 황상하 목사)

의 주요 임원진은 △서기 정준성 
목사 △부서기 신철웅 목사 △회록
서기 문덕연 목사 △부회록서기 이
욱주 목사 △회계 김인철 장로 △
부회계 박성윤 장로 등이며, 개회예
배는 인도 황상하 목사, 기도 문덕
연 목사, 성경봉독 신철웅 목사, 설
교 이상만 목사, 성찬예식 집례 황

상하 목사, 축도 이길호 목사, 광고 
허민수 목사가 순서를 맡았다. 
회무에서는 1)뉴욕동원장로교회(

박희근 목사) 황석천 씨 장로고시 
청원 2)뉴저지임마누엘교회(장기수 
목사)가 청원한 김동수 씨 목사회
원 가입 청원 3)베이직교회(이상만 
목사) 장로 1인 증택 청원 4)김도
균 니카라과 선교사 선교사역 재정
후원 청원 5)황은영 목사 재정후원 
청원 건을 다루었다.
뉴욕서노회(노회장 이종태 목사)

의 △서기 박정식 목사 △부서기 
오영상 목사 △회록서기 박종옥 목
사 △부회록 서기 임일송 목사 △
회계 한병헌 장로 △부회계 이종주 
목사 등이 신임 임원으로 공천되었
다. 개회예배는 인도 이종태 목사, 

기도 조현웅 목사, 설교 이종열 목
사, 성찬예식 집례 이춘호 목사, 축
도 양조경 목사가 순서를 맡았다. 
회무 순에는 1)뉴욕천성장로교회(
이승원 목사) 장로고시 및 목사후
보생 고시 청원 2)든든한교회(남일
현 목사) 장로 4인 증원 청원 3)심
령이가난한교회(이종태 목사) 장로
피택 3인 청원 4)성호영 목사 하나
님이기뻐하시는교회 설립 청원 5)
유기천 목사(뉴욕기쁨의교회) 노회
원 가입의 건 등을 논의했다.
뉴욕남노회(노회장 이재덕 목사)

는 △서기 박준영 목사 △부서기 
임흥섭 목사 △회록서기 조영찬 목
사 △회계 염형국 장로 △부회계 
곽병국 장로가 공천 되었으며, 개회
예배는 인도 이재덕 목사, 기도 조

성희 목사, 설교 권영국 목사, 성
찬예식 집례 박준영 목사, 광고 
조덕남 목사, 축도 김재열 목사
가 순서를 맡았다. 회무에서 1)
뉴욕센트랄교회(김재열 목사) 장
로 3인 증원 2)락크랜드장로교회
(조덕남 목사)의 교회이름 변경 
및 장로 1인 장립 3)사랑으로사
는교회(권영국 목사) 주소 변경 
4)덴버킹스웨이교회(임흥섭 목
사) 박지훈 목회자 후보생 가입 
및 교단가입 신청 5)뉴욕사랑의
교회(이재덕 목사) 이영록 목사 
후보생 목사고시 추천 6)현종영 
전도사 목사고시 추천 청원 건이 
논의 되었다.
가든노회(노회장 박형기 목사)

는 △서기 이종식 목사 △부서
기 이준성 목사 △회록서기 박
해창 목사 △부회록서기 조성훈 

목사 △회계 김용탁 장로 △부회
계 허철회 장로 등이 선임 되었으
며, 개회예배는 인도 박형기 목사, 
기도 이종식 목사, 성경봉독 박해
창 목사, 설교 허상회 목사, 성찬예
식 집례 조성훈 목사, 축도 이원호 
목사, 광고 김재호 목사 등의 순서
로 진행됐다. 
회무 순서에는 1)김지희 목사 뉴

저지광성교회 설립 허락 청원 2)좋
은땅교회(이종식 목사) 교회명칭을 
굳랜드교회로 변경 허락 청원 3)남
부노회 염현일 목사의 가든노회 이
명 허락 청원 4)윤성태 목사의 노회
탈퇴 허락 청원 건 등을 논의했다.

교계뉴스



8 제42호  /  2018년 3월 24일

기독교국제금주학교(CITS, 대표 
김도형 목사)는 3월 12일부터 5주
동안 뉴욕 나눔의 집(대표 박성원 
목사)에서 알코올 중독 상담 및 가
족상담을 했다. 
뉴욕 지역 한인을 대상을 5주간

의 일정으로 하는 상담은 △전인화
란 무엇인가 △전인화 모델의 진정
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불교와 
철학 △심리학 △신앙과 기도 △
치료란 무엇인가 △네 부류의 인
간 등의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김
도형 목사는 “미주한인교회들이 기
독교적 입장과 관점에서 전인화교
육으로 알코올 중독치료를 하고 있
는 기독교국제금주학교 사역에 관
심을 갖고 동참하면 좋겠다.”고 말
했다. 
김 목사는 “나눔의 집에 머무는 

이들은 과거의 술로 인해 힘든 시
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

에 인간 가치와 사명, 인간 관계 등
을 바탕으로 가족을 어떻게 이끌
어 나갈 것인지 등을 교육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목회자를 위한 중
독세미나 4월 2일(월) 오후 7시 뉴

욕만나교회 
한편 김도형 목사는 4월 2일(월) 

오후 7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
호 목사)에서 중독세미나를 개최하
며, 뉴욕, 뉴저지 교회의 목회자와 

교역자 등 중독 사역에 관심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강의한다. 기독교
국제금주학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술 , 담배, 마약 중독 등으로 고통
을 겪고 있는 중독자와 가족을 대

상으로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전
인화 교육 및 생활 지원을 하고 있
는 기독교 비영리 기관이며, 전용 
클리닉 및 국제중독신문, 방송 등
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김도형 목사는 13일 뉴욕

기독교방송국(CBSN, 사장 문석진 
목사)을 방문하여 생방송 <찬양데
이트>에 출연하여 CITS의 사역과 
뉴욕 활동계획을 밝혔다. 김 목사
는 문석진 목사에게 CITS가 운영
하는 국제중독치유방송(라디오)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방송 장비를 
둘러봤다. 
김 목사는 “문석진 목사 덕분에 

방송을 배우는 단계의 한국 방송
담당자들의 실력이 한층 상승되었
다”고 감사를 전했고, 문석진 목사
는 “각 담당자들의 숨어있던 은사
가 이제 나오는 것”이라 답사했다. 
(허빛나 인턴기자)

CITS, 뉴욕서 중독 관련 세미나 개최

뉴욕어린양교회(담임 박윤선 목사)는 3월 
9일(금) 오후 8시 30분 파라과이선교를 위한 
선교무용 발표회를 열었다. 
어린양교회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날 완성도가 높은 무용실력 등을 발휘해 
교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각 무용에 걸맞는 의상과 음악, 영어와 스

페인어 자막 등을 효과적으로 준비한 무용선

교팀은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
하는 파라과이 단기선교 기간 동안 영어교
육, VBS 등과 함께 수차례 공연할 예정이다. 
뉴욕어린양교회는 북미원주민과 중남미 지

역에 복음전파를 위한 단기선교를 지속적으
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무용발표회에는 전임 김수태 선교목

사가 참가해 축도했다.

뉴욕우리교회(담임 조원태 목사)는 99
주년 삼일절을 맞아 3월 4일(주일) 50여
명의 성도들과 롱아일랜드 이스트 메도
우에 위치한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위안부의 

역사와 기림비의 배경을 설명했고, 참석
자들은 기미독립선언문 전문을 낭독 했
으며, 청년들은 참석한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조원태 목사는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식지 않는 삼일 신앙고백은 다음 세대에
게 대한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의 기회이다”라고 설명했다.
식순은 정재헌 전도사의 인도, 애국가 

제창, 요한 8장 3절 낭독, 노영민 전도사
의 기도, 어린이, 청년부의 기미독립선언
문 낭독, 만세 삼창, 김동찬 대표의 위안
부 역사와 기림비 설명, 자유발언대, ‘우
리의 소원은 통일’ 제창, 조원태 목사의 
기도와 같이 진행되었다.

▲어린양교회, 파라과이 선교를 위한 선교무용 발표회 후 단체 사진찍고 있다

▲14일 뉴욕나눔의집을 방문한 김도형 목사가 전인화 교육을 하고 있다

어린양교회, 파라과이 선교를
위한 선교무용 발표회

우리교회, 위안부 기림비 방문
99주년 삼일절 기념

뉴욕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는 5일(월) 
오전 10시 30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지 탐
방을 위한 1차기도회 및 공개세미나를 가
졌다. 
세미나 강사는 문석호 목사(현 고든콘웰 

신대원 교수)가 나섰고 문 목사는 ‘종교개
혁과 스코틀랜드’의 주제로 강의했다.
문 목사는 “종교개혁가들의 발자취 중에

서 특히 스코틀랜드지역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목사는 또한 종교개혁 중에서 성경번역
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글성경을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를 유인물과 함께 소개했다.  
뉴욕목사회는 5월 29일부터 34명의 회원

들이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스코틀랜드의 
라이크하우스, 언약도들의 발자취, 뚜겅없
는 감옥, 존녹스의 교회 및 하우스 등을 순
례한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지 탐방을
위한 1차기도회 및 공개세미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지 탐방을 위한 1차기도회 
및 공개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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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두란노 어머니학교(본부장 
김미라) 뉴욕 19기 교육이 3월 17
일(토) 뉴욕참교회(담임 문덕연 목
사)에서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17
일, 18일, 24일, 25일 토요일과 주일 
연이어 2주간 토요일은 오후 6시부
터 10시, 주일은 5시부터 9시까지 
시행된다. 
어머니학교는 어머니가 가정과 교

회,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국제적인 
성령운동의 일원을 양성하는 목표
를 갖고 있다. 1998년 서울 두란노
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14만 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현재 미국, 캐나
다 및 중남미 전세계 37개국에서 열
리고 있다. 미주지역에서는 2002년 
시애틀에서 시작하여 2만 4천 5백명 
이상을 배출 했으며, 현재 408차 뉴

욕 19기를 맞았다.
이날 교육에는 33명의 봉사자가 

참석했으며, 연령은 31세부터 76세
까지 다양했다. 강의는 송현옥 목
사와 김미라 미주본부장이 △아내
로서의 사명 △성경적 어머니 상의 

회복 △어머니의 영향력 △기도하
는 어머니 십자가의 사명 등의 주제
로 진행했다. 
팀장 김 에스더 전도사는 “지난 

30년간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이 된다. 하루에 미

리 선별된 한가지 간증을 나누며 은
혜로운 시간을 갖고, 각기 다른 교
회에서 온 참가자들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솔직한 이야기 나눌 수 있
다”고 교육의 특징을 강조했다. “참
가자들은 성경적 여성상인 하나님

의 돕는 베필이 무엇인지 배우며, 
실제 삶에 적용 할 수 있는 배우
자, 양육자가 될 수 있다. 나 또한 
10년 전 큰 아이가 3학년 때 어머
니학교에 참석해 그동안의 시행착
오를 깨닫고 반성 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김 전도사는 “많은 분들이 참석

해 자아와 가정을 재정비하고 변화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이혼, 사별 경험자, 또는 결혼을 고
민하고 있는 미혼 여성들도 모두 오
셔서 마음을 치유하고 올바른 가정
관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 ▲문의: 어머니학교 뉴욕 총
무 김에스더 전도사(917-880-0377)/
본교회 이은경(347-907-1115)

하나님의 돕는 베필이 무엇인지, 삶에 적용 할 수 있는 배우자, 양육자가 될 터

미주 두란노 어머니학교 뉴욕 19기 개강

▲미주 두란노 어머니학교(본부장 김미라) 뉴욕 19기 교육이 3월 17일(토)에 열렸다

RCA 연합부흥성회 4월 뉴욕 개최

뉴욕가정상담소가 39기 자원봉사 교
육을 5월 17일(목)부터 5주간에 걸쳐 
한인청소년재단(KAYF)에서 실시하
며, 관심있는 개인은 물론 교회나 단체
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교육시간은 매주 목요일(5월 17일, 24

일, 31일 6월 7일,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이며, 교육내용은 가정폭
력과 관련하여 법적지원, 경제교육, 알
콜 및 약물중독, 뉴욕 내 쉘터와 주택 
및 피해자 보상제도, 아동 및 노인학대, 
성폭행, 교육 및 방지책, 상담방법 등
이며, 경찰과 각 분야의 전문상담인이 
초청강사로 초빙되어 교육을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5주간의 교육 후에 수료
증을 받으며, 24시간 운영되는 상담소
의 핫라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된다. 교육을 수료한 자원봉사자의 
모임 ‘하모니’에서는 봉사자 간의 친목
을 나누며, 정기적인 재교육을 받을 수
도 있다. 신청자는 재료비 50불을 교
육 첫날 납부하면 되고, 점심식사를 제
공 받는다.
▲접수문의: 뉴욕가정상담소 이홍석 

인턴(hongseok.lee@kafsc.org / 718-
460-3801 내선번호 36 또는 34) 
한편 뉴욕가정상담소는 뉴욕, 뉴저지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어린이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및 법률 
지원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 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
과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사명
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밀을 보장한다. 
(24시간 핫라인 718-460-3800, www.
kafsc.org, www.facebook.com/kafsc)

뉴욕가정상담소, 
39기 자원봉사자 모집 RCA대뉴욕지구 연합회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간 연합부
흥성회를 뉴욕신광교회(담임 강
주호 목사)에서 개최한다.
초청강사 민경설 목사(미래목

회연구원 원장 및 서울과 시화 광
진교회 담임)는 6일, 7일 양일 오
후 8시, 8일(주일) 오후 4시에 강
의하며, 9일(월) 오전 10시 30분
에는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
준열 목사)에서 목회자 전도 동
력 세미나를 이끈다.  
민 목사는 지난 25년 간 매번 3

천 여명이 참석하는 전도동력세
미나를 인도해 왔으며, 약 7만 4
천 여명의 평신도들이 교회에 돌
아가 교회부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51년 충북 청원군에서 출생한 

민 목사는 중학생 시절 서울로 유
학을 와 가정교사를 하며 대학에 
진학한 후 취업을 앞두고 폐결핵 
3기 판정을 받는 시련을 겪었다. 
각혈을 하며 절망의 시간을 보내
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집사로 

교회학교 부장을 맡은 중에 등에 
북을 메고 다니며 어린이 전도에 
힘쓰다 시끄럽다는 주민의 신고
로 경찰서에 붙들려 간 일도 있
다. 죽음의 문턱에서 민 목사는 
1984년 자택인 13평 짜리 아파트
에서 성도 2명과 광진교회를 개척
해 현재 1만명 성도의 교회로 부
흥성장 시켰다.
민 목사는 자신의 지나온 여정

이 고난 속에서 평안을 찾았기에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피고, 복지영역의 사역을 하며 
관련된 수많은 기관들을 후원해
왔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민 목사는 한국장
로교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지역의 교회와 협력운 영
하는 시설의 확대를 주도하고 있
다. 또한 총회의 공주원로원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기도 했다.
민경설 목사는 “나는 지극히 연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며 “성령 
안에서 살기를 몸부림 치며, 불의

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
의 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
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을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고 오는 4월 부흥성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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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기사 계속> 

<1면 기사 계속> <1면 기사 계속> 

안수집사는 “한국으로 가서 요양하
기 원하는 박길준씨에게 왕복비행
기표를 드렸고, 한인노숙인 구호기
관인 뉴욕나눔의집, 한부모협회등
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담임 정양숙 목사는 “교회가 사

랑과 행복을 서로 나누는 일을 매
년 하고 있다. 이번에도 모든 교인
들이 힘을 모아 불우한 이웃을 돕
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감격의 눈
물을 훔쳤다. 
이날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

디옥교회 담임)가 ‘하나님께서 편
드시는 교회(시118:6-7)’의 말씀을 
전했다. 
뉴욕한마음교회는 2014년 3월 3

일 오클랜드가든에서 개척예배를 
드린 후에 장학금지원과 선교사 후
원, 사랑나눔행사 등을 해왔고 2015
년 이후 매년 단기선교팀을 파송하
고 있다.
주소 134 I.U. Willets Rd, Alb-

ertson, NY 11507
전화: 718-309-8200

뉴욕한마음교회 창립5주년 
사랑나눔 감사예배

부활절새벽연합예배 헌금
미자립교회 돕는다

면 필그림교회 건물은 참빛교회(담임 황주 목사)에 
650만달러에 매각됐다. 
1차 450만달러는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매월 20일 

3만달러씩 지불한다. 2차 200만달러는 노회 오너 모
기지로 해 450만달러가 지불 완료된 이후부터 5년 
내에 지불을 완료하며 그 기간동안 연 4%의 이자
를 노회에 지불한다. 오너모기지를 시작할 때 노회
는 필그림교회 소유증서(Deed)를 참빛교회에 이관
하고 노회는 근저당(Lien)을 설정한다. 
필그림교회 행정전권위원회 위원장 문정선 목사가 

보고한 양해각서는 이날 노회의 만장일치의 결의로 
효력이 발생됐다.
한편 뉴저지참빛교회는 고 안태호 목사가 1985년 

개척한 미국장로교 팰리세이드 노회 소속이며 현
재 뉴저지 티넥의 학교로 사용하던 건물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 
▶최근 적극적으로 총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동부한미노회는 6월에 열리는 제223차 교단 총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헌
의안은 한반도의 전쟁없는 평화와 탈북자의 인권을 
위하여 미국장로교 모든 교회가 정한 주일예배에서 
기도하는 것과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단의 정책 수립과, 동시에 선교사들의 헌신
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미국장로교 유산을 회복 평가
해 다음 총회때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후남 장로(한울림교회)가 미국장로교 한인교

회 전국총회(NCKPC)의 차기 총회장 입후보자로 
인준받았다. 남 장로는 동부한미노회 제1호 여성노
회장이다.
▶동부한미노회 영문 표기가 6월 총회 이후 

‘Eastern Korean American Presbytery’로 변경
된다. 기존 표기에서 ‘American’이 추가된 것이다.
▶한미노회협의회(CCKAP)가 3월 13일부터 15일

까지 아틀란타에서 미국장로교 현실과 미래 속에서 
교단과 한인교회 전체를 위한 한미노회들의 역할 재
확립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PCUSA 동북대회 한인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한인목회자 계속교육이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노길
준 목사(LA한길교회)를 강사로 초청해 뉴욕 아너
스 해븐 리조트에서 열린다. 이민교회의 상황에 대

한 고찰 및 리더십과 설교 등에 관해 깊은 나눔의 
시간으로 마련된 교육의 주제는 ‘미주 한인교회 현
재 그리고 10년 후’이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47차 

정기총회가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샌디에고에서 열
린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의 주제로 열리는 대회 
강사로 조문길 목사(총회한인목회실 담당)가 나선
다. 특히 미국장로교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소개하
고 동역자들의 네트워크 형성및 교제를 위해 ‘Pre-
conference’가 처음으로 열린다. 대상은 최근 안수
받은 목사/장로 또는 최근 교단에 가입한 목회자다.
▶예장 통합의 이북 5개 노회중 하나인 용천노회(

경기도 광주)와 4월 9일-10일 자매결연을 맺기로 했
다. 용천노회는 현재 205여 교회, 세례교인 4만6천
명이 소속된 노회다.
▶목회위원회(장경혜목사)가 보고한 팰리세이드교

회 김성민 목사 목회관계해소, 예수마을교회 김진
호 목사의 은퇴와 김형규 목사의 임시 당회장 파
송, 아름다운교회 재융자, 뉴욕동양제일교회의 교회
명칭(친구교회, Friends Church) 변경, 일본후쿠오
카에서 사역하게 된 김준석 목사의 관할권 파기 건
이 통과됐다.
▶선교위원회(남후남장로)는 7월 23일부터 30일

까지 니카라과(마나구아 김은구선교사) 단기선교를 
진행한다.
▶회무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문정선 목사는 ‘아

버지여, 때가 왔습니다(요한복음 17:1)’의 설교를 전
하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미국장로교에 
속한 우리 한인교회들이 바로 지금 이때에 할 일
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강
조했다. 한편 노회가 열린 뉴욕평안교회는 우수환 
목사가 1983년 개척했고 1984년 예배처소를 풀러싱
에서 브루클린으로 옮겼다. 1993년 현 예배당 건물
(2407 Mcdonald Ave Brooklyn, NY 11223)을 구
입해 이전했다. 우수환 목사는 2017년 6월 은퇴했으
며 조재형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05
년 평안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한 바 있는 조
재형 목사는 금년부터 영어권목회를 위한 영어예배
를 시작했다.

필그림교회 건물, 참빛교회에 매각
PCUSA 85차 동부한미노회

설교자 명단은 확정되는 대로 일
간지 등 주요미디어에 홍보할 계
획이다.
준비위원장 양민석 목사(뉴욕그

레잇넥교회)는 “예수께서 부활하
신 부활절새벽연합예배에 많은 성
도들이 모여 주님의 부활을 축하
하고 기쁨을 나누면 좋겠다.”며 교
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금권선거 논란이 불거진 이

후 강력한 선거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뉴욕교협은 이날 금권·부정 
선거 방지를 위한 회칙 개정 계획
도 밝혔다. 이 회장은 한국의 김영
란법을 모델로 한 선거 세칙을 마
련중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중 커
피나 식사등의 모임을 원천금지하
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
다. 또한 현 부회장을 선거 없이 

회장으로 추대하는 방안과 현재의 
3분의 2 이상 득표 조항을 과반 이
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 중
이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7월의 할

렐루야대회가 종료하는 대로 선거
법 개정위원회를 조직해 3차 임실
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거쳐 올해 
가을 정기총회부터 적용할 수 있도
록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교협은 14일(수) 교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설
명했다.  
회무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미스

바회개운동본부 대표 김한식 목사
가 ‘성령의 기름부음이 나라를 구
한다(사10:24-27)’의 제목으로 설
교를 전했다. (문석진 기자)

▲준비위원회 양민석 목사가 부활절 새벽예배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정양숙 담임 목사가 창립 5주년의 소감을 말하고 있다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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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노인의 쉼터, 좋은사랑방 3주
년 기념예배가 3월 18일(토) 오전 10
시 좋은씨앗교회(임용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뉴욕목사회 회장 김상

태 목사가 설교를, 뉴욕장로연합회 전
회장 손성대 장로가 대표기도를, 교
협증경회장 이종명 목사가 축도를 맡
았다.
이 밖에도 뉴욕가정상담소 이희녕 

디렉터가 가정상담에 관해 소개를 하
고, 나르지오 유니온지점에서 특수양
말 및 모발 비누를 후원했다.

한인 노인의 쉼터, 좋은사랑방 3주년 기념예배

씨존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79기)
가 열린다. 이번 강의일정은 기존의 강
의와는 달리 등록자에 한해 1회의 오픈
강의(80분)와 2회(각 30분)의 개인지도
로 이뤄진다. 
오픈강의는 3월 31일(토) 오전 11

시 뉴욕기독교방송국 세미나실(163-07 
Depot Rd. B2 Flushing, NY 11358)
에서 열리며 개인지도는 오픈강의 후에 
본인의 일정에 맞춰 2회 지정해 1대 1
로 의문사항이나 배우고 싶은 것을 지
도받을 수 있다. 초보자부터 고급반까
지 수준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인터넷사용을 포함
한 등록비 $40은 뉴욕기독교방송을 선
교후원한다.  
한편 미주기독교미디어그룹 씨존은 

2009년 창립한 이후 9년동안 컴퓨터 강
의와 스마트폰 초 중 고급반 교육을 통
해 디지탈시대의 복음전파와 사회봉사
를 실천하고 있다.  
스마트폰 강좌는 대뉴욕지구한인교

회협의회와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기
독뉴스, 뉴욕기독교방송(CBSN), 미
주한인청소년재단이 공동 후원한다. 
(문의 718-414-4848)

씨존, 스마트폰강좌(79기)

▲ 한인 노인의 쉼터, 좋은사랑방 3주년 기념예배 후 단체 사진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재 이우호 목사)은 3
월 21일(수) 오전11시 재단 사무실에서 임시회
의를 개최했다.
이우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회의는 김창호 

목사의 기도, 조웅규 의원의 환영사, 안건 논
의, 김동욱 목사의 폐회기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 의원은 “앞으로 할 일 많은 이 단체를 위

하여 이우호 총재께서 임시회의를 소집한 것
은 매우 잘하신 일이다. 그동안 이 회장님을 비
롯 여러 회원 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

리의 조국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해야 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가 조찬기

도의 날 모임을 5월 3일에 열어, 다른 단체와 함
께 연합기도회로 개최 ▲한국전쟁 기념행사를 6
월 23일(토) 12시 샌 베드로에 있는 참전 전함(
빅토리아)에서 개최 ▲영 김 의원을 위한 기도
회와 엘리자베스 백 변호사를 위한 기도회 준비 
▲독일 오케스트라 합창단 초청 공연 책임자를 
미셀 최 전도사로 결정 등이다.

아메리카 한인연합재단

▲아메리카 한인연합재단 3월 임시회의 개최 후 사진

3월 임시회의 개최 1회 오픈강의와 2회 개인지도

바나바선교회, 선교사 후원금 전달

KPCA뉴욕노회 여선교회연합회는 19일
(월) 오후 플러싱 삼원각 식당에서 노회 
선교사들과 모임을 갖고 후원금을 전달
했다.
여선교회연합회는 매년 노회가 종료된 

후에 선교사들을 초청, 별도의 모임을 가
지며 저녁식사와 선교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볼리비아 윤도근 선교
사, 니카라과 이동홍선교사, 오영관 선교
사, 기독뉴스 문석진 목사 등이 참가했다.

KPCA뉴욕노회 여선교회연합회

선교사 후원금 전달

평신도선교회 바나바선교회(회장 한명숙)는 
20일(화) 플러싱 금강산식당에서 모임을 갖
고 선교사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
리에는 볼리비아 윤도근 선교사, 니카라과 이
동홍선교사와 뉴욕기독교방송 문석진 목사가 
참가했다. 
바나바선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는 황요

한(파라과이)선교사 윤도균(볼리비아)선교사 
조형섭(하이티)선교사, 김연정(네팔)선교사, 

이동홍(니카라과)선교사, 오영관(니카라과)
선교사, 뉴욕장로회신학대학, 국제장애인선교
회, 뉴욕기독교방송(CBSN) 등 6곳의 사회단
체 및 선교기관이다.  
한편 바나바선교회는 1994년 임선순 목사를 

지도목사로 하여 성경공부모임을 가지며 시작
돼,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돕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단체에도 도움을 주며 예수 그
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교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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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회장 이범중 목사) 정기예배가 3
월 8일(목) 오전 11시 미주평안
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
렸다.
회원 100 여명이 모인 예배는  

이범중 목사(회장)가 인도 했으
며, 노재룡 목사가 대표로 기도하
고 임승진 목사가 설교했다.
임승진 목사는 계시록 2장 1

절-7절을 본문으로 ‘처음 사랑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임목사는 “나는 모든 성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다. 또한 성실한 자
세로 기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
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기도하는 
방, 설교 준비하는 방, 심방하는 

방 등 세 골방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또한 “목회 초기엔 교회 안에 

많은 싸움이 있다. 말세 징조 중 
하나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
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

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랑
과 사명이 약해져 가고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목

사 임명 이전에 우리들에게 맡겨
진 귀한 사명을 다시 되새기면서 
남은 생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
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원했다.
특별 기도 순서에는 이국봉 목

사 인도로, ‘초청 교회를 위하여’, 
‘조국과 미국을 위하여’, ‘ 세계평
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통성으
로 기도하고, 이기홍 목사의 축도
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시간에 참석자들은 김수진 

목사의 축복기도와 함께, 김영모, 
조영제, 홍효균 목사와 이덕희, 
노성애, 김은남 사모의 생일을 축
하했으며, 미주평안교회에서 준비
한 점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김창호 기자)

처음 사랑을 회복해 남은 생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길

남가주 한인기독교 원로목사회 3월 정기 예배

남가주교역자회(김회창 목사)는 LA 
지방회, LA 동지방회, 남서부 지방회 
연합 교역자 총회를 3월 12일 파사데나 
로고스 교회에서 개최했다. 
신임 회장에는 LA 동지방회 소속의 

폰타나 한사랑교회 안신기 목사, 부회
장에 남서부 지방회 소속 오렌지 중앙
교회 담임 이경원 목사, 총무에는 LA 

지방회 소속 옹기장이교회 김시온 목사
가 각각 선출 되었다. 
개회 예배에서 전 회장 김회창 목사

는 마태복음 3장 1절 -12절을 본문으
로 ‘주의 길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총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로
고스교회가 준비한 식사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미주성결교단 LA지방회
교역자 총회 개최

▲미주성결교단 연합교역자 총회 개최 후 단체 사진 찍고 있다

▲ 남가주 한인기독교 원로목사회 3월 정기 예배 후 단체 사진

지난 2007년 10월, 멕시코에서 이들의 영혼
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고 선교를 시작했는데 
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네요. 그동안 하
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선교에 대한 온갖 체험
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무사히 지낸 것에 감
사를 드립니다.
현재 선교를 하고 있는 곳은 3개의 교도소

에 성경 전도를 7년 째 하고 있으며, 빈민가 
두 지역에 아동무료급식을 하며 4개의 교회를 
개척해 왔습니다. 12개의 교회에 마을 성경전
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

갈 계획입니다.
현지에서 함께 사역하는 인원은 교회마다 다

른데, 두 개의 교회에서 10명의 교사들이 아동 
무료급식과 성경 공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글로리아 교회는 교사 급여를 지불하며 
주 2회 사역을 하고, 개척한지 2년 된 아분단
시아 교회는 자비로 주 1회 급식을 제공하고 
매주 마을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곳은 문제가 없지만, 시작한지 얼마 

안된 교회들은 영적으로 서로 알아 가는 시간
이 필요합니다. 현지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전
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나, 눈속임을 
하고 약속을 어길 때는 힘들지만 시간을 갖고 
해결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

데, 마을 성경 전도 사역을 넓혀 가려고 합니
다. 현재 큰 책자를 보급, 전도방법을 지도하
고, 교회를 방문하여 실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야붐단시아교회가 올해부터 사역자

가 바뀌는 바람에 많은 성도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 담당 목사님이 전도와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현숙 선교사 올림

멕시코 유현숙 선교사의 편지

▲어린이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전에
촬영한 사진 (유현숙 선교사 제공)

야붐단시아교회 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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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
한 1급 발암물질이다. 술이 몸속에 
흡수, 분해될 때 생성되는 독성물질
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암을 발생시
키는 주된 물질이다.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

는 사람은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
하는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
은 양의 술을 마셔도 상대적으로 암
이 발생할 위험률이 더 높다. 동양
인과 여성은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
하는 능력이 낮거나 거의 없는 유전
적인 소인을 가졌다. 동양인과 여성
이 술에 의한 암 발생 위험률이 더 
높다는 얘기다. 국민암예방수칙 ‘음
주’를 통해 술이 암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자.
술로 발생하는 암의 종류는? 

음주는 60가지 이상의 질병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중 음
주와의 연관성이 확인된 암에는 ‘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
암, 여성의 유방암 및 대장암’ 등
이 있다.
음주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농도를 증가시켜 유방암 위험을 높
이며,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기 때문
에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견병증, 간암의 발생 위험이 커진
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식도와 구강, 
인후두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식
도암, 구강암, 인후두암의 발생 위험
이 높아진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기
능이 낮은 사람은 대장암 발생 위험
도 커진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하루

에 50g 정도의 알코올 섭취를 하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암의 위험이 
2~3배까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술
을 마시면서 동시에 흡연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은 배가 된다.
술의 종류에 따라 암 발생 위험

률 달라질까? 
술의 주요 발암 성분인 아세트알

데히드는 에탄올의 양에 비례해서 
생기기 때문에 에탄올이 적게 함유
된 낮은 도수의 술을 마시면 그만
큼 아세트알데히드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주종에 따라 암 발생 위험이 다르

다는 의견이 있다. 포도주 등의 와
인을 적정량 섭취했을 때 폐암과 신
장암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일부 연
구결과가 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주종보다는 음주량 자체가 
암 발생의 결정적인 요인이며, 주종
의 따른 암 발생 위험의 차이는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종류의 술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과음이 더 해로울 수 
있다. 같은 양의 음주라도 매일 음
식과 함께 1~2잔 정도를 마시는 경
우보다 비록 음주 횟수는 주 1회이
지만 한 자리에서 7잔 이상 폭음하
는 경우에 음주로 인한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이 커지게 된다. 그렇다고 
전자를 권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루 1잔 정도는 암 예방 위한 적

정 음주량이다? 절대 아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하면 음

주를 1군 발암요인으로 규정하고 있
다. 한두 잔의 소량음주로도 구강
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 최근 개정된 암 예방 수칙에 따
르면,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두 잔
의 소량 음주도 피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소량의 음주가 심혈관계질환을 예

방한다고 알려졌지만, 암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기 때문에 최소 음주 수
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루 한두 
잔의 적은 양으로도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몇몇 암은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술을 많이 마실수록 암 발
생 위험은 커진다. 게다가 과도한 
음주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증가
시킨다. 특히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
나 유방암 위험이 높은 여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등 만성 간질환
을 앓고 있는 경우는 금주해야 한
다. 출처 :　신정윤 하이닥 건강의
학기자 (http://v.media.daum.net/v/
20171215165113555?f=m&rcmd=rn)

IATI 2018년 봄학기 개
강 및 국제중독치유방송 

개국감사예배

국제중독치유방송 어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국제중독치유방송’으
로 검색 또는 URL(http://radio.cits.

kr)에 접속하여 설치 가능

한 잔 정도는 건강에 좋다? 단 한 잔도 안 된다!

3월 3일, 국제중독복지전문신
학연구원은 2018년 봄 학기 개
강예배와 CITS 국제중독치유방
송 개국감사예배를 진행했다. 
국제중독복지전문신학연구원

의 2018년 봄 학기 강의는 ▲사
회복지 정책론(박영률 교수) ▲
조직신학 성령론(권정희 교수) 
▲초대교회사(김광채 교수) ▲
공관복음서(김철해 교수) ▲중
독과 영성(김도형 교수) ▲헬
라어(정남복 교수)로 진행된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국제중독
치유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찬
양을 잊은 그대에게 ▲복음의 
기적 ▲성경낭독 ▲CITS가 만
난 사람 ▲하나님의 아이들 ▲
영어성경강의 ▲중독전문교육 
▲교계뉴스 ▲중독뉴스 ▲CITS 
칼럼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
다 ▲기도의 향연 ▲설교방송 
등으로 운영된다. 
국제중독복지전문신학연구원 

입학상담은 한국 ☎02-2682-2092
로 전화문의가 가능하며, 국제
중독치유방송 어플은 구글 플레
이스토어에서 ‘국제중독치유방
송’으로 검색 또는 URL(http://
radio.cits.kr)에 접속하여 설치 
가능하다.

- 암 예방 음주 적정량이 한 잔? 아니다! - 모든 술은 모조리 다 1급 발암물질

다큐멘터리 <잊혀진 가방>, <중
독>, <제자 옥한흠>을 제작한 김상
철 감독(파이오니아21 연구소장)
은 지난 3월 11일(주일) 중독치
유 전문사역을 전담하고 있는 새
움교회에서 “고난에 대한 대처“라
는 주제로 고후4:7-11절 말씀을 전
했다. 최정미 목사의 인도로 시작
하여 카달로스 찬양단(중독 회복
자로 구성된 남성 찬양단)의 “죽
으면 죽으리라”는 특송 순서로 진

행된 예배는 김상철 목사의 ‘고난
에 대한 대처’라는 설교로 마무리 
되면서 감동적인 예배가 되었다. 
이 날 김상철 목사는, 고난에 대

처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인내하
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
로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전
했으며, 둘째로는 주기철 목사님과 
그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의 예화
를 들어 “고난은 꼭 필요하기에 주
시는 것이니 반드시 감당해야 한

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잊혀
진 가방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
를 만난 예화를 들면서 “나를 믿
어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끝까
지 가겠다.”는 고백을 해야 한다
고 설교했다. 또한 김상철 목사
는 “교회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
왔으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당
연하다”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새움교회, 다큐멘터리<중독> 김상철 감독 주일 설교
-고난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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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동안 오직 중독문제만을 전담해왔습니다.

새움평생교육원은 중독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중독 사역은 종교가 앞장서야 합니다.
새움평생교육원은 기독교국제금주학교(CITS) 소속 중독전문 교육기관입니다.

30년 가까이 오직 중독 문제만을 전담해 온 실천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생들에게 생생한 현장 참여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국내 외(미국, 한국) 정신병원, 중독 치유 센터 및 교육원 등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독과 관련된 사업은 전도가 어려운 불신자와 타국인 그리고 21세기 세계 선교 전략에 
유효한 방안이 되며 침체되어 있는 농촌교회에, 도시인들이 다시 등록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됩니다.
중독 사역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와 국가, 인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종교지도자분들, 
그리고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분이면 누구나 풍성한 치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전문상담사자격증 취득 과정

국내최초로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된 
알코올중독전문상담사(AAPC, Alcohol Addiction Professional Couselor) 
자격증 응시반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알코올중독전문상담사, 중독예방강사, 
전문인선교 등의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나닥 국제중독전문가 자격증 취득과정

미국 중독 상위 기관인 나닥(NAADAC.org)의 중독전문가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나닥(KNAADAC.kr) 주관의 국제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 후에는 미국 현지 인턴십은 물론, 경력에 따라 국제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중독예방강사 파견사업

새움평생교육원은 30여명의 CITS 출신, 석•박사 이상의 중독예방 전문강사진을 
상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원하시는 기관 또는 예방강사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2-2612-0636문의 홈페이지 www.soledu.kr

그러나 사도바울은 바로 앞(딤
전 3:3, 8)절에서 교회의 감독과 
집사가 될 자들은 “술을 즐기거
나”, “술에 인박이지”아니하여
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
는데 이 때 쓰인 단어가 “μη 
παροινον,μη οινω”
으로서 술에 근접 또는 가까이 가
지 말라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바울은 에베소

서 5장 18절 말씀에 술취함과 성
령 충만을 대비시키면서까지 술을 
마시는 행위를 신앙의 큰 장해행
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아야 한다.
다시 디모데의 약주 권유 사건으

로 돌아가 보자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약주를 

한 잔씩 하라고 권했기 때문에 모
든 성도들이 약주, 또는 건강 주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 주장은 술 한 
잔의 이상 심리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기 음주 합리화라고 고
급스럽게 평가조차 하기 싫은 누추
한 주장으로 유치하다 못해 측은하
기 까지 하다.
왜?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병

을 위해 ‘술을 한 잔씩 하라’는 것
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당
시 모두 디모데가 가졌던 자주 나
는 병에 당연시 쓰고 있던 포도주
(술)를 한 방울도 쓰지 않고 물만 

마셨던 디모데의 금주생활, 경건생
활에는 왜? 초점을 맞출 수는 없
는가? 디모데가 그 때까지 포도주
를 약 대용으로 쓰는 것을 몰랐었
던가? 아니다. 그는 외조모 로이스
와 모친 유니게의 경건한 신앙을 
본받고(딤후 1:5) 성경을 배우면서
(딤후 3:15)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들은 술을 약용으로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신앙 양심을 분명히 가졌
던 것이다.
현대 사회에는 어떤가? 술을 약

용으로 꼭 마셔야 할 만큼 더 좋은 
약은 없는가? 물어 볼 필요도 없이 
술을 약용으로 마신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심도 속이고 있는 것이
다. 현대 사회에는 술보다 백배나 
더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굳이 술을 약용으로 고집하
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술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아직 
경건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어린아
이 신자일 수 있을 것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

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
딤전 6:11)
7) 절대 금주 (술은 성도에게 어

떤 경우라도 不許)
절대 금주에 대한 성경적 증언들
(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잠 23:31)
(2)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
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
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전 5:11)
(3)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

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
랴” (고전 5:12)
(4)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

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고전 5:13)
성도들의 음주행위는 정죄되고 

있다.
성경은 성도들의 음주행위에 대

해 분명하게 정죄하고 있다. 조금
씩 마시는 술은 괜찮다가 아니라 
아예 보지도 말라고 명령하고 있으
며 성도이면서(교중사람) 술을 먹
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다.
교인이면서 술을 마시면 한 단계 

더 나아가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
서 출교하라고까지 초강력성 언급
을 하고 있다. 이 때 누가 “술 취한 
자”를 말함이지 술을 조금 마시는 
자를 말함이 아니지 않느냐고 사

오정 같은 반문을 한다면 같은 수
준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성구에서 나오는 정죄의 단

어들로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토
색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약간
만, 아주 조금만 한다면 괜찮다는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 굳이 다른 
성경을 인용하고 싶지 않지만 아
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 성경구절을 밝혀주고자 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 5:28)
성경윤리는 강간을 하지도 않았

고 같이 잠을 잔적도 없는데 마음
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
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성경은 살
인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
하고 계신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

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
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일 3:15)
남녀노소 누구나 예외 없이 마

시면 취하는 술, 외인들(불신자)이 
마시는 것이야 상관할 바 아니지
만 이미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
령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새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
서는 절대로 금해야 할 악의 물질
이요 사탄의 피인 것이다.
구원의 사명을 가진 자는 술을 

마실 수 없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주 앞에 

큰 자라고 불리울 세례요한은 포
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없었다. 모
든 성도의 본분인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는 술을 마실 수 없다.(눅
1장 16절)
무지와 불신 가운데 방황하는 자

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 기독
교 리더들은 절대로 술을 마실 수 
없다.(눅1:17) 술은 분별력과 판단
력을 마비시키고(잠언 31:5) 추악
한 본능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
는 사악한 물질이기 때문이다.(이

사야 28:7)
주님의 초림에 앞서 그 길을 예

비해야 할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
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세상에 
그 많고 많은 부조화와 악의 상태
들 가운데 특별히 포도주나 독주를 
언급하였다는 것을 어찌 작은 일로 
간과할 수 있겠는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양심에 화

인을 맞아 부러 이런 성구(누가
복음 1:15)들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는다면 “에베소서 5:18절”과 더
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과 
철저히 반대되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금주 명령을 
듣지 못할 리가 없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

비하던 세례요한에게 절대 금주명
령을 내렸다면 오늘 날 우리 성도
들은 그보다 더 막중한 주님의 재
림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성도
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
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5:20)

제5장 기독교 교회(성도)와 음주 문제

김도형 목사
CITS 대표

중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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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순자  
나이 : 53세  성별 : 여
직분 : 서울 새움교회 집사
직업 : 직장인
연락처 : 010  4593 - 6317
주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 35길 

16-6번지 오성드림빌 B동 402호

자존을 알고 
자존을 가지세요!
누군가는 알코올중독이 대물림 된

다고 한다. 또 어떤 학자는 유전이
라고도 표현한다. 그만큼 알코올 중
독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
게 많은 영향을 남기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여기,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지닌 김순자씨의 가정만 봐도 그렇
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이다.
‘내가 이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식들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늘 불안하고 어느 하나 의지할 곳 없
었던 외로운 외톨이의 삶을 회상하
며 말을 꺼냈다. 김순자씨의 어린 시
절, 매일 ‘우당탕’ 한바탕 소란이 나
고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알코
올 중독자아버지와 살았다. 이웃들
이 그녀를 볼 때마다 하는 말, “순
자야~ 아버지 좀 빨리 모시고 와라
~” 어린 나이에 그런 아버지를 모
시러 가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싫
었다. 온 동네방네 알코올중독자라
는 딱지를 단 아버지는 집에만 들어
오면 고성방가에, 엄마를 욕하고, 때
리고, 괜한 생트집에 사람을 비오는 

날 개 잡듯 잡았다. 그래서 “아버지 
술 자셨다!”하고 누군가 먼저 발견
하면 사방팔방으로 도망가는 게 일
상이었다.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바로 직장

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맞선 자리가 
들어왔다. 주변에서는 소개시켜 주
신 어른들한테 서글서글 잘하는 그
의 모습이 보기 좋다며 연락해보라
고 성화였다. 결혼을 하고 난 후 그
는 데이트 시절 그의 모습과는 180
도 변했다. 데이트 시절에는 식당
에서 음식과 술을 시키면 편안하게 
마시지 못하고 잔을 들었다 놨다만 
하면서 스스로 절제하려는 행동들을 
했었다. 그런 그와 결혼을 하고 신혼
여행을 가는데 그렇게 재미있던 남
편이 무뚝뚝하고 재미가 없는 사람
이 되었고 술도 멈추지 않고 마시게 
된 것이다. 아니 원래 그 모습이었는
데 숨겼던 것이다.
싸움은 일상이 되었고, 말싸움에서 

점점 심해져 폭력적인 싸움까지 이
어졌다. 남편과 함께 있기조차 싫었
고, 남편만 생각하면 정말 죽어버렸
으면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버렸다.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다. 술 마시

고 취한 남편이 침대 옆 빈틈에 떨
어져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머리 속이 정지되어 의식의 흐름 속
에 몸이 움직였고, 남편이 빠져 나오
지 못하게 온몸의 체중을 실어 힘껏 
눌렀다. 잠이든 남편이 숨을 못 쉬게 
되자 점점 발버둥을 치는데 너무 취
해서 인지 숨을 헐떡이면서도 제대
로 저항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본격적으
로 치료기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
다. 폐쇄기도원은 감금과 구타가 만
연해 원망만 키우게 되었고, 다음으
로 Al-anon기관을 찾아갔다. 그곳
에 다니면서 남편은 정신병원에 3개
월정도 입원시켰다. 퇴원 후 1년간은 
그도 잘 살고 그녀도 잘 살았다. 그
러나 잠시뿐 결국 하루아침에 다시 
중독자가 되었다. 
“알코올중독은 감기 걸리면 때마

다 약 먹고 낫는 것처럼 병원에 와
야만 낫는 겁니다.”라는 정신과 의

사의 말에 병원을 다녔지만, 그때 
뿐이었다.
생활도 돌아보지 않고, 돈 한번 떳

떳하게 쥐어져 본적 없는 남편이기
에 그러는 동안 한시도 쉬지 못하
고 외벌이를 해야만 했다. 워낙 내
성적인 성격임에도 두 어린 딸이 눈
에 밟혀 화장품 외판원도 하며 살아
봤지만 집안 살림도 엉망, 아이들 교
육도 엉망, 그녀 삶 전체가 엉망이
라는 생각만 들뿐이었다. 당시엔 몰
랐지만 다 큰 지금의 딸들은 그때의 
기억은 자주 배가 고팠던 때라고 말
한다. 한 복지사님을 통해 홍성 새
움교회에 알코올중독전문기관이 운
영된다고 소개를 받게 되어 마지막
이라는 심정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처음엔 그 교회도 뻔하겠지란 생

각에 탐탁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
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래도..(혹시)’라는 생각에 교회를 가
봤는데 그곳에 계신 목사님도 이전
엔 중독자였고, 우리가 할 일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회복에 필요한 4
주교육을 함께 참석해보자고 설득을 
했다. 서울에도 새움교회가 있다기
에 그곳 대표 목사님과도 상담을 한 
끝에 홍성에서의 모든 삶을 접고 막
대 딸과 4주간의 교육을 듣고 이후 
남편과 이 교육을 들으면 남편이 변
화가 될 거라는 확신이 섰다. 그러
나 남편은 귀띰 조차 하지 않았고 날
이 가면 갈수록 더 파괴되어만 갔다. 

상담 중 계속 이렇게 남편의 상
황에 끌려가기만 하면 온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뿐 아니라 자녀들도 
그 안에서의 삶으로 인해 많은 고
통을 기억하고 성인이 되어 힘든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상황만 해결해
나가기에 급급했기에 생각해보지 못
한 것이다. 그래서 막내딸과 큰 결정
을 내렸다. 홍성에서의 삶을 정리하
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단 남편은 계
속 술만 마시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정신병원에 입원부터 시켰다. 그리
고 큰딸이 남편 곁을 지켜주고 있었

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내가 바로서야 남편이 돌아올 수 

있는 지지대가 될 수 있다고 깨달
아졌고, 그녀의 가족에 대한 밝
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서울
에 와있는 동안 열심히 교육받으
며 성장하는 동안 대표 목사님은 
주기적으로 남편을 찾아가 소통하
고 교육을 해주셨다. 점차 자신감
이 생겼고 돈도 벌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변화가 온 것은 자녀들
이었다. 매일 술에 절어있는 아빠
를 보는 광경도 없고, 부모님의 언
성 높은 싸움을 보지 않아도 되는 
환경자체부터 바뀌니 막내딸이 안
정을 찾고 일반 아이들과 같이 조
금씩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
게 되었다.

이후 큰딸은 시집을 가서 분가를 
했고 남편은 집에 혼자 살면서 가
끔씩 들리는 큰딸이 돌아봐주었다. 

어느 날 여름 무언가 불안함에 큰
딸에게 남편 집에 한 번 들러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자주 있는 일이었기에 큰일 아니겠
거니 하고 추석에 가족이 다 모여 
밥이나 함께 먹으려 했는데 얼마 되
지 않아 소식이 왔다. 남편이 사망
했다는 것이다. 
지긋지긋한 남편이었음에도, 그

렇게나 죽었으면 했던 남편임에도 
죽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고, 
화장을 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서 굵은 눈물이 흘렀다. “왜 저렇
게 밖에 못 살았을까.. 충분히 마음
만 먹으면 주변에 도움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집 짓는 기술
도 있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
었는데…” 이미 이세상 사람이 아
닌 그에게 남기는 말에 답답한 가
슴을 쳤다.
남편과 살고 있을 때만해도 이 삶

이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
했다. 거머리처럼 내 삶에서 떨어지
지 않고 눈물도 안 나오는 나의 삶. 
무미건조하고 잿빛과 같던 나의 삶. 
답답한 날은 차를 끌고 먼 곳에 가
서 소리도 치고 싶지만 그조차 할 

여력과 힘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생명은 하나님
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이 
또한 감사한 것은 남편에 대한 미
움,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
이다. 그 감정 선들이 남아있었다
면 계속 후회와 한탄을 하면서 헤
어나오지 못하는 폐인의 삶을 살았
을 것이다. 
지금은 하루하루 일하며 딸과 함

께 누리면서 내가 건강하고 나와 같
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 맡
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술
의 종 노릇 했던 본인이 교회 사역
을 함께 하면서 본인의 힘이 도움
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막내
딸과 함께 신학원을 등록해 이 사
역의 사명을 받고 멋진 사역자로 서
기 위해 하루하루 일하며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빛난 삶
이자 가정의 복이라 생각한다고 고
백한다.
CITS를 만나면서 그녀는 가족의 

구심점이 되어 모두가 회복되고 돌
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을 하
고 있다. 이전엔 이 땅에 그저 태어
났고 그저 이 남편과 결혼했으니 그
저 살수 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하나
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에게 감
당할 사명을 주신 것을 믿고 매일
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다. 또
한 그 가정 안에서 불안전하게 자란 
아이들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
던 것들도 이 기관을 만나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이라 한다. “알코올 중
독은 아는 사람들만 압니다. 그래서 
그 삶을 경험해본 사람들과 진정으
로 회복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
요해요! 우리 만나요!”라면서 다른 
중독자의 아내를 돕고자 하는 그녀
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았다. 

실명의 알코올 중독자들..11회 김순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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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업코리아는

25년 여간 소외 계층들을 상당 수 도우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단 한푼도 받지않고 자비량으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CITS를 전적으로 돕는 곳입니다.

영리 목적이 감추어진 사회복지 사업들이 난무하는 때라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고객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관심과 동참이 적지않은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가져 봅니다.

브라운쿠키컵컵 블랙오트밀 초코아몬드

스위트펌킨 자색고구마 검은깨쿠키

고마워 SET 9종쿠키 SET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더업코리아만의 고급 쿠키

- sweet of best -

재료의 퀄리티를 선택한 고급 수제쿠키 <더업쿠키>

중독뉴스

요즘 커피한잔과 디저트는 필수
입니다. 이렇게 많은 쿠키들이 쏟
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따뜻한 
수제쿠키를 만들어 성공가도를 오
르고 있는 브랜드 더업쿠키는 괄
목할 만 합니다.

>>허빛나 : 먼저, 더업쿠키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동기나 배경
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광현 사장 : 더업코리아는 

30년 이상 소외 계층들을 상당 수 
도우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CITS를 전적으로 돕기 위한 목

적으로 2010년에 CITS의 대표이
신 김 도형 목사님의 계획과 권유
로 현 더업코리아의 대표인 저는 
근 15년의 제과제빵 경력을 가지
고 제과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더
업코리아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
었습니다.
>>허 : 국내에는 수많은 쿠키브

랜드가 있고 특히 대기업위주의 
점유가 주를 이루는데요. 이들과 
명확히 차별화되는 <더업쿠키>만
의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김 : 첫번째로 더업코리아의 

쿠키는 원재료가 풍부합니다. 타 
브랜드의 쿠키들의 원재료가 다른 
재료 대비 원재료가 보통 2%~4%

정도일 때 더업쿠키의 원재료는 
5%~10%정도로 원재료 고유의 맛
을 표현하기 위해 개발 상품화 했
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적인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업
쿠키는 원재료의 색감과 맛을 위
해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
기에 쿠키를 먹고 난 후 입 속에 
잔존향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정직하게 만들고 늘 

도전합니다. 더업쿠키는 국가에서 
지정한 모든 식품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재료에 유통기한과 사용
법을 준수합니다. 또한 새로운 제
품에 대한 개발을 꾸준히 함으로 
날로 변해가는 고객들의 입맛에 
맞추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허 : 금번 쿠키공장을 이전했

다고 들었습니다. 이전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에 대해 설명 부
탁 드립니다.
>>김 : 금번 공장을 이전함으로

써 더욱 새로운 제품에 대한 도전
과 취업에 힘들어하는 소외 계층
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제공을 하
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
코올 중독과 관련된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재활과정에서 직업, 사
회화 과정을 하는데 
>>허 : 더업쿠키는 어디서 어떻

게 구매할 수 있나요?
>>김 : 더업코리아의 쿠키는 현

재 오프라인 판매는 하고 있지 않

고, 각종 카페나 뷔폐에 전문 납품
을 주로 하고 있으며, 소량은 온라
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허 : 사회환원에도 관심이 많

으시다구요? 어떤 사회환원사업을 
하고 계신지요?
>>김 : 기업에 무가치한 이윤

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더업코
리아는 창업 목적과 같이 판매
의 이익금 일부를 사회복지단체인 
CITS에 기부하고 있으며 현 대표
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무료 제

과수업을 함으로써 기업에 이윤 
가치가 돈을 벌어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회의 소외 계층
들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목적
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 : 한국시장 뿐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을 갖은 바, 
성장의 여지가 아직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성
장 전략을 소개 부탁 드립니다.
>>김 : 디저트 산업은 과거와 현

재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관심 받는 산업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 식사
의 개념으로 식당이나 뷔폐 등을 
찾았다면 지금은 식 후에 대한 디
저트뿐만 아니라 식상대용으로 제
과나 음료 등을 먹기 위해 카페나 

제과점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
니다. 현 한국뿐이 아니라 이러한 
추세는 전세계적인 것으로 보이며 
특이 한국에 디저트는 빠른 속도
로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에 시장
에 나가도 한국의 독특한 제품들
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
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 
라는 예상을 하며 더업코리아의 
쿠키도 그 상황에 맞춰 동남아시
아와 유럽 특히 아프리카 쪽에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 진
출의 길을 계속에서 찾아보며 나
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제쿠키의 합리적인 

가격과 남녀노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수제쿠키를 만들고 그뿐 아
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활동으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더업쿠키와의 인
터뷰였습니다.

[CITS가 만난 사람]

▲ 알코올중독과 관련되어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채용해 함께 즐겁게 일하고 있다.

▲ 우) 더업쿠키 홈페이지(www.theupkorea.com), 좌) 김광현사장과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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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주일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

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1
,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
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
입니다.

2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3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4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
합니다.

5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
역에 이어 섭리를 설명하는 시간이
다. 섭리(providence)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그
의 뜻대로 유지 및 보존하시는 모
든 활동을 말한다. 이 활동은 전 우
주와 인생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
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
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
intervention이 있기 때문이다. 하
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 하며 누구도 자신을 은밀한 곳
에 숨길 수 없으며 하나님은 천지
에 충만하신 분이시다.(렘23:23,24),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행위는 언제
나 주권적sovereign이라서 진흙을 
무엇으로도 만들 수 있는 토기장이
potter로 비유된다.(사29:1-16)
소위 과학자의 세계관이라는 불리

우는 자연신론 또는 이신론Deism
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더라
도 자연법칙(인과론,causality)즉 
물리화학적 법칙에 따라 우주가 스
스로 움직인다고 믿고, 사람은 도덕 

법칙에 따라 자유의지대로 살아간
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
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
라  붙드시고(sustain) 다스리시며 
구경꾼이 아니라 관여engagement
와 간섭intervention을 통하여 일하
시는 하나님이다. 
1.인생에 있어서도 그렇다. 구약

의 인물 중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했고, 성경 또한 그
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준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
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하
고 급기야 상인에게 팔리고 애굽으
로 가게 되고 결국은 보디발 집에
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노예 생
활에서 누명도 쓰고 억울한 감옥살
이도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 손길이 항상 그의 삶을 인도했
다. 섭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
해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보
복을 두려워하는 그의 형제들과 대
화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 당신들
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
려 하셨나니”(창50:20) 요셉의 말
에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음을 말하며 그의 섭리
를 드러낸다. 
2.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그의 가

족들과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 이민 
생활이 녹록치 않았기에 남편 엘리
멜렉과 두 아들은 이국 땅에서 일
찍 삶을 마감하고 만다.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의 눈총
은 더더욱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그리고 베
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
에게 자신의 삶은 더이상 나오미(

기쁨, 단물)가 아니라 마라(쓴 물)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
를 쳤다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 배
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한다. 나
오미를 나오미 되게 하실 수 있었
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미를 마
라로 만드셔서 과부가 되게 하시
고 빈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 쓰라
림을 맛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이 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고백
인 것이다.

3.바울은 구약에서 수 없이 나오
는 섭리신앙(攝理信仰)을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선명
하게 드러낸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
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그의 인생에 일방적으로 찾아
오셔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을 보게 하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
도록 인도하시며 실패와 고난도 하
나님 나라의 전진과 확장으로 이어
지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다.
1) 시 94:9-10; 사 29:15-16; 렘 

23:23-24; 겔 8:12; 마 17:27; 행 
17:25-28
2) 히 1:3 
3) 렘 5:24; 행 14:17
4) 잠 22:2; 요 9:3 
5) 잠 16:33; 마 10:29-30

유 /기 /천 /칼 /럼

유기천 목사
뉴욕기쁨의교회 담임 

우리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 쉬
지 않고 근육을 움직인다. 근육을 
움직일 때는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세
포에 칼슘이 꼭 필요하다. 
근육 수축 확장은 칼슘이 없으

면 안된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바
쁘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끼니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우
리 인체는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
서 혈중 칼슘을 사용하는데 음식
으로 칼슘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뼈에 저장해 놓던 칼슘
을 꺼내 사용하게 된다.  
언젠가 연구실로 전화가 한통 왔

다 “선생님! 운동을 열심히 하는
데 왜 골밀도가 낮아지죠?“ 이렇

게 물어온 사람은 스포츠 매니아
였으며 다이어트식을 하고 매일 
3-4시간씩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음식물 섭취로 흡수된 칼슘량보다 
운동으로 소모한 칼슘량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뼈에서 뽑아 사용하
는 수 밖에 없다. NBA 프로 농
구선수들은 한 시즌 중 뼈 밀도가 
5% 정도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
다.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칼슘 양
은 운동으로 소모된 칼슘 양 + 일
일 기본 칼슘 소모량이어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지나친 
운동은 뼈 건강에 해롭다. 나이가 
들면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음
식을 먹지 않으면 필요한 칼슘을 
뼈에서 계속 가져다 사용하게 되
는데 이로 인해 우리 뼈는 구멍이 
숭숭 나게 되며 이것을 ‘골다공증’
이라고 부른다.
또한 적절히 각 세포 내에 칼

슘이 공급되지 않으면 먼저 손발
이 저리고 쥐가 잘나며 경련을 일
으키기도 한다. 손발이 차지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퇴행성 질환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뼈가 건
강하고 골수가 건강하면 면역기능
이 좋아져 건강한 노후가 보장된
다. 미국신경학회에서 알츠하이머
를 푸는 열쇠는 칼슘이라고 단정
한다. 칼슘, 부족해서는 절대 안되
는 미네랄이다.

이 /규 /헌 /칼 /럼

칼슘과 근육

이규헌 박사  
‘뼈와 건강연구소’ 소장

하이델베르크 지상 강좌(11)

-  하나님의 섭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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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정 /명 /칼 /럼

부활절이 다가 오고 있다. 금년은 4월 
첫 주일인 4월1일이 부활 주일이다. 325
년에 니케야에서 모인 지도자들의 결정 
때문에 매년 부활주일 일정이 바뀌고 있
다. 그 당시 부활 주일 일정을 정할때 부
활주일은 봄이 시작되는 춘분(3월21일)
을 기해 춘분 후 첫 Full Moon Day(
보름달) 지난 첫 번째 주일로 정했기 때
문이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 좀 빠른 편이다. 

부활 주일은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생각
도 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특수한 절기
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성탄 주일에 버금
가는 큰 축제 일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 나
셨기 때문이다. 
로마의 정치 지도자 들이나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만 처형해 버리면 
골치 아픈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자취
를 감추거나 자연 도태 될 줄 알고 있었
다. 완전한 착각 이었다. 처음에는 이상
한 소문도 들려 오고 있었다. 예수의 추
종자 들이 예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고 
예수가 다시 살아 났다는 소문을 퍼뜨릴 
지도 모른다는 소식 이었다. 그래서 무덤
을 단단히 인봉하고 창검을 든 파수꾼들
을 고용해서 철야로 무덤을 지키도록 특
별 경계령까지 내렸다. 그런데 예수께서
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 나
신 것이다.
 그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간을 활동 하면서 자신이 부활 했다

는 사실을 직접 증거 하셨다. 열 한 차례
나 나타나셔서 따르던 무리 들에게도 나
타나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전해 주면서 자신이 부활의 첫 열
매가 된다고 선포 해 주시기도 하셨다. 
이 말씀을 믿는 기독교 신앙인 들에게는 
부활 사건이 소망의 아이콘이 됨을 깨우
쳐 주신 것이다. 
우리 인생들은 세 생애(어머니 태중에

서 열 달 가까운 한 생애, 그리고 현 세
상에서 70-80년간의 생애,(요즘은 수명이 
연장 되어 100여년을 사는 사람들도 늘
고 있다) 그리고 영윈히 살아야 하는 내
세 에서의 한 생애)를 살기 때문에 부활
에 대한 소망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부
활은 육체적인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
닌 것 같다. 영적인 부활도 함께 생각 하
자는 것이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이 세상을 살아 가

면서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 근심에서 벗
어 나지 못 하고 있는 심령들은 영적인 
부활을 체험해야 될 것 같다. 우리 가정
도 마찬 가지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
회도 마찬 가지다 교회가 힘을 잃고 세
상에 끌려 다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은 교계 전체가 침체되고 있다고 걱
정 하는 사람도 많다
부활의 새 바람을 교계도 체험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야 교계가 다시 살
아 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분
단된 우리 조국에도 부활의 바람이 불어 
와야 될 것 같다. 우리 조국은 분단 된지 
70여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지구상에
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다. 가슴 

아픈 일이다. 천 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
들에게는 한이 어린 응어리가 아직도 남
아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을 가진 
나라로 세워 진지 금년이 꼭 70년이 되
는 해다. 뭔가 부활의 새로운 바람이 불
어 올 것 같은 기대가 마음 한 가운데 자
리 잡는 것 같다.
그런데 금년 4월 부활의 달에 남과 북

의 두 정상들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손을 
잡고 회담을 하겠다는 일정이 잡혀 있다. 
또 이어서 5울에는 지금까지 서로 으르
릉 거리면서 열을 받게 하던 미국의 정상
과 북한의 정상도 얼굴을 마주 하는 정상
회담을 준비 하고 있다니 예사로운 소식
이 아닌 것 같다. 우리 들에게는 가슴 설
레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부활의 절기 
이기 때문에 우리 조국에도 부활의 바람
이 불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녘 땅
에도 십자가가 세워지고 부활 하신 주님
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싶다. 한 때 평양은 제 2의 예루살
렘 이라고 불리던 곳이 아닌가? 그 땅에 
부활 하신 주님이 찾아 주기를 기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기도 하자 그리고 간구하자 그리고 통

곡 하면서 부르짖어 보자 하나님께서 우
리도 잘 알지 못 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
을 보여 주실 것이다. 부활 사건이 우리 
소망의 아이콘 이기 때문이다.

송정명 목사
월드미션 대학교 총장

오피니언

|  CBSN개국3주년 기념 기독영화 <순종> 상영

CBSN이 개국3주년 기념으로 기독영화 <순종>을 상

영합니다. 제 2의 ‘울지마 톤즈’ <순종>은 국민배우 최

강희, 최수종이 나레이션을, 송정미 교수가 OST를 불

러 화제가 된 영화입니다. CBS가 만든 감동 휴먼스

토리로서 크리스천이 살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

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큰 감동을 안겨줄 다큐멘

터리영화 <순종>문의 뉴욕기독교방송 718-414-4848 
. 일시: 2018년 3월 25일(주일) 오후 6시
. 장소: 프라미스교회
. 티켓: $5.00(당일 입장 가능)
. 문의: 티켓배부처: 뉴욕기독교방송(718-414-4848) 할

렐루야백화점(718-762-0011) 예림기획(718-661-2600) 코

너약국(718-460-3825)

주관: 뉴욕기독교방송(CBSN)

|  중독세미나
. 일시: 4월 2일(월) 오후 7시
. 장소: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
. 대상: 목회자, 중독사역자, 교사 
. 등록비: 무료(간식제공)
. 주최 뉴욕나눔의집 주관 기독교국제금주학교(CITS)  

|  이재환선교사초청 영적대각성집회
. 일시 : 2018년 3월 23일(금)-25일(주일)

 23(금) : 8:30pm 24(토) : 5:45am

 24(토) : 8:30pm 25(주일) : 7:30am

 25(주일) : 10:00am 25(주일) : 12:00pm
. 장소 : 뉴욕  모자이크교회(담임 장동일 목사)

      199-03 32nd Ave, Flushing, NY 11358

|  평신도 전도동력세미나

RCA 대뉴욕지구 연합회는 4월 6~8일(6~7일 저녁8시, 

8일 오후4시)까지 연합부흥성회를 통하여 평신도 전

도동력 세미나를 4월 9일(10시30분)에는 목회자 전도

동력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도동력세미나를 통해서 평

신도를 전도자로 복음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서 삶의 변화를 강조한다. 
. 강사: 민경설 목사(미래목회연구원 원장 및 서울,시

화 광진교회 담임) 

|  [사고] 인재를 찾습니다…편집·취재·광고영업·사무 

미주기독교미디어 그룹 씨존 기독뉴스가 함께 일할 

참신하고 의욕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기독교미디어 선

교사로서 소명있고 책임감 있는 신입 및 경력사원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부문  편집·취재기자 ○명 광고영업직 ○명 

     SNS 운영,관리 ○명  사무 ○명

◇지원자격  - 유경험자 우대

◇제출서류: 한글이력서

    (편집·기자직은 자기소개서 추가)

◇접수 및 문의
. 이메일: newyorktop@gmail.com
. 전화: 347-538-1587(텍스트로 보내주세요)

찬양클리닉 칼럼

3월 18일(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드
린 경배와 찬양곡입니다.  앞 부분의 
C, G는 각 곡의 Key입니다 원래 악
보와 다른 것도 있으니 확인하고 연습
해주세요.
C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04(새288) 

G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02(새268) 
G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14(새270)
1. C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04(

새288)
가능한 가사에 집중해서 부릅니다. 모

든 찬송가 가사가 좋지만 이 곡의 가사
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천천
히 불러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템포
는 기존의 9/8박자로도 불러도 좋고 찬
양 팀의 실력에 따라 다른 리듬과 박자

로도 부르시면 색다른 느낌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아침 첫 곡이라 D Key
에서 C Key를 제안했습니다. 이 곡을 
부르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끊고 다음 
곡을 부르세요.
2. G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02(

새268)
이 곡도 원래 Key는 Bb인데 기타 코

드가 어렵고 음이 높아 A Key나 G 
Key로 부르면 좋습니다.
1번 곡을 느리게 불렀다면 이 곡은 경

쾌하게 부릅니다. 후렴 부분은 반복해
서 부르면 좋고 (회중에 따라) 영어로
도 불렀다가 한글로 마무리하면 좋겠습
니다. 영어가사입니다. There is power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3. G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14(

새270)
2번 곡을 느리게 끝내면서 이 곡의 후

렴으로 느리게 시작합니다. 후렴반복으
로 끝내도 되고 전 곡을 부르면서 빠르
기를 자연스럽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끝나고 묵상기도 또는 통성기도를 인도
합니다. 문의: 카톡아이디cbsn

문석진 목사(뉴욕찬양마을 대표/
뉴욕평화교회 찬양목사)

부활은 소망의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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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고장이 났다. 트랜스미션이 
고장이 났다고 한다. 차에 가장 중
요한 부위가 고장이 난 것이다. 어
쩔 수 없어 차를 정비소에 맡겼고 
거금을 들여 일주일 만에 차를 찾
아왔다. 트랜스미션을 통째로 바꾸
어서인지 차가 새 차같이 아주 잘 
나간다,
차를 찾아온 그날 저녁, 롱아일랜

드에서 송년 모임 참석을 위해 깨끗
이 고친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출
발하였다. 초행길이니 당연히 네비
게이션에 의존하여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예상된 시간보다 
시간이 지체되면서 약속 시간이 가
까워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차
에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네비게
이션이 우회전을 알려주었는데 미쳐 
우회전 준비를 못한 나는 직진하는 
차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우회전 도로로 진입하는 순간, 속도
가 붙어 있는 차가 원심력에 의해 
반대편 도로 위로 “꽝” 소리와 함
께 튕겨져 올라서서 멈춘 것이었다.
사고가 난 것이다. 이미 앞 바퀴

가 옆으로 탈선되었고,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다. 순간적인 일
이라 정신이 멍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지 정리가 안 된다. 경찰
을 불러야 하나, 아니, 내 차가지고 
내가 사고를 낸 것인데 경찰을 부
를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차를 토잉

해서 어디로 가져가야 하나?  갈피
를 못 잡겠다. 더더욱 기가 막힌 것
은 오늘 정비소에서 거금을 들여 찾
아온 차인데...... 이게 도대체 어쩌
란 말인가, 정말 머리가 복잡해진다. 
그날 밤은 영하의 기온은 아니지

만 바람도 몹시 불고 비까지 쏟아
지는 추운 날씨였다. 집으로 돌아와 
그래도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
사로 위안을 받으면서 잠자리에 누
었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온다. 머릿
속에 그 사고의 순간이 자꾸 뇌리
를 스쳐 지나간다, 꽝 하는 그 소리
와 함께.. 새벽 3시다 끊임없이 사고
의 순간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부림을 쳤다. 자야
만 한다는 강박이 더 사고의 순간을 
잊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더욱 잠
이 안 온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로 와

서 누었다. 역시 잠이 안 온다, 계속 
꽝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 같아 몸
서리가 쳐진다. 결국 잠을 포기하고 
2층 거실에서 밖을 내다보니 벌써 
일간 신문이 배달되어 있었다. 내 
눈이 신문으로 향하자, 몸이 자동으
로 신문이 있는 앞마당으로 나갔다. 
비바람이 거칠게 부는 밖을 향해 뛰
어 신문을 집어 들고 들어오는 순
간, 열어 논 문이 꽝 닫히면서 문이 
잠겨버린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오래 전부터 초인

종은 고장이 나서 울리지 않고, 문
을 두드리자니 아랫집 사람들이 모
두 깰 테고, 소리를 치자니 옆집까
지 울려 퍼지겠고,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게 없고, 잠자리에 나왔으니 팬
티만 입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난감함이 몰아쳐온다.
어제 저녁에는 차 사고로 충격을 

받았는데, 불과 몇 시간 차이에 또 
이런 난감한 일이 일어났으니 뭐라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머리가 
복잡해졌다. 
어쨌든 문을 열어야 한다. 뒤뜰 쓰

레기통에 가서 혹시라도 신용카드 
같은 플라스틱 카드가 있다면 문 틈
새로 문을 열어 보겠다는 생각에 쓰
레기통을 뒤졌다. 한밤중에 비바람
이 몰아치는 추운 날, 그것도 팬티 
바람에 쓰레기를 뒤지는 내 모습이 
남들에게 비쳐진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경찰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당
장 체포해 갈 이상한 모습일께다.
그런데 이상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사고로 잠을 이루지 못
하고 사고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라 
있던 내 머리에 그 사고 순간은 사
라지고 지금은 오직 문을 열어야겠
다는 생각 외에 아무것도 떠오른 것
이 없다. 과거가 사라져버린 것이
다. 그리고 현재의 급박한 내 모습
만 비추어진다.  
뒤뜰에서 낙엽을 끌어 모으는 갈

고리 끝을 잘라내어 문 틈새로 밀어 
넣는 순간, 딸카닥 문이 열리는 것
이었다. 그 순간에 기쁨!  마치 천국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다. 거
실로 올라와 시계를 보니 4시10분, 
건 한 시간 5분 정도를 밖에서 비바
람과 싸운 것이었다. 
비에 젖은 옷을 벗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다시 소파 위에 누었
다. 몸이 스르르 잠으로 빨려 든다. 
조금 전 차 사고로 몸부림쳤던 기억
도 사라지고, 밖에서 추위와 싸웠던 
그 악몽 같은 순간도 사라진다. 잠
이 모든 것을 잊게 만든다.
잊어버리는 순간 시간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음을 느낀다. 어제도 
과거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과
거로 흘러간다, 흘러가는 과거를 잡
을 수가 없는데 도 우리 마음과 생
각은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 과거의 것을 가지
고 지금도 우리는 산다. 과거에 받
은 학위, 과거에 내 직위, 과거에 젊
음, 과거에 벌어 논 돈으로 산다. 더
욱이 과거에 받은 상처를 안고 살
고 있다. 
미래는 계속 다가 오는데 우리는 

계속 과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잊어야 한다. 빨리 잊을수록 
미래는 창조된다.
나는 단 하루 만에 일어난 두 사건

을 침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아내

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후 모 교회 목사님이 모든 경비를 
지불해주고 내 차를 찾아주었다. 단 
이틀 만에 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없
는 것이 되어 버렸다.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차 사고가 났는지, 한밤중
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
무도 모른다. 과거는 이렇게 사라져
버렸고 나에게는 과거에 매이지 않
아야 미래가 창조된다는 놀라운 메
시지를 내 마음 속에 교훈으로 남긴 
채 오늘도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앞으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바
라보면서 오늘도 내일을 향해 달려
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
여 좇아가노라(빌3:13-14)

과거를 잊는 순간 미래는 온다

한준희 목사
뉴욕성원장로교회 담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뉴욕기독교방송
인터넷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나 청취가능합니다. 
스마트폰과 방송국홈페이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www.cbsnewyork.net |  T)718-41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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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널리 회자
된 이 말은 미국 태생의 영국 시인 T. S. 
엘리엇의 유명한 시 <황무지(The Waste 
Land)>가 그 출처다. 시는 이렇게 시작
한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 주었다.

이십세기에 들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서구인들의 정신세계를 묘사한 
시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표현
은 시인 자신이 아닌 서구인의 마음속 피
폐한 넋두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들
에게 생명이 약동하는 봄은 왔지만 “우리
를 따뜻하게 해 주었고 대지를 망각의 눈
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
으로 먹여 살려 주었다”고 겨울을 회고한
다. 아니 겨울잠에 취해 그 잠에서 깨어나
지 않으려 한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 이들
에게 봄이란 겨울보다 더 잔인하다. 삶의 
방향과 의욕을 잃은 이들의 정신은 봄이 
와도 꽃피우지 못하는 황무지 같다. 살아
있지만 죽은 것과 진배없는 이들에게 봄
은 성가시고 잔인하다.
부활의 계절 4월은 왔건만 그 의미는 

우리에게 생경하다. 우리는 부활을 노래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묵정밭 같다. 봄
은 왔지만 우리 의식은 동토처럼 얼어붙
는다. 영적으로 혼곤한 잠에 깊이 취한다. 
시인 구상은 <부활송>이라는 그의 시에서 
부활이 지닌 여러 가지 함의를 노래한다.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걸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써 성취될
그 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겨우내 얼어붙어 생명 기운이라고는 전
혀 보이지 않던 나무들이 봄의 생명력에 
힘입어 저마다의 새싹을 움트게 한다. 그
것을 보면서 시인은 부활을 확신한다. 자
연계에 생명의 크고 작은 부활의 신비가 
선명히 드러난다. 이것에 무감각해져 버린 
마음으로는 이 세계 곳곳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어찌 
느낄 수 있겠는가. 자연의 작은 창조에서
도 부활의 신비를 관조하는 이들은 누구
나 영적으로 깨어 있다. 그 깨어있음이 지
금 부활을 사는 것이다.
바울은 자연의 생명 현상을 통해 부활

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리
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
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
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
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
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
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
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고
전 15:36-42). 바울은 계속해서 격정적으
로 외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
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
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 15:55-
58) 바울은 부활을 저 피안에서만 일어날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시인 구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와 

정의, 믿음과 소망, 사랑과 고통의 의미를 
예수님의 부활의 빛에서 조명했듯이 바
울은 ‘사망’의 부고(訃告)를 앞당겨 전하
면서 오늘 부활을 살라고 강력히 청한다.
인간이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

간 자신이 몸이라는 게 성경적 인간관이
다. 따라서 부활이란 전인적 몸의 부활이
다. 부활 신앙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지
금 죽기 전에 부활의 삶을 온 몸으로 사
는 것이다. 부활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다. 나사로의 누이였
던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
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요 11:24)
라고 부활 사건을 미래의 저 피안으로 투

사할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물으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피안으로 투사되어 
부활의 현재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님
은 부활의 능력이 미래와 현재, 피안과 차
안, 일상과 무덤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음을 증언한다. 요한은 이미 이 사건 앞
서 좀 더 분명하게 부활 사건의 현재성을 
기록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
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
니라.”(요 5:24)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

아가는 이에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
로의 전이가 일어난다. 믿음의 공동체라
는 명분 아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복(永
福)만을 위해 모일 때 생명이 아닌 타락
과 쇠락의 길로 떨어진다. 예수께서 가르
치신 부활 신앙은 나를 희생하여 세상을 
살리는 신앙이다. 나만 살기 위해 세상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신앙은 부활 신앙에
서 멀어도 한참 멀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위한 고난과 죽

음 이후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베푼 최
고의 선물이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거
듭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예수께서 십자
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부활의 능력이 현
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침없이 역사한
다. 땅에서 하늘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를, 이웃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땅과 
재물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길을 선
택하는 것은 부활이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부활을 무덤으

로 다시 소환하는 헛된 일과 같다. 부활
은 온갖 삿된 욕정의 무덤 속에서 송장같
이 된 이들을 일으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놀랍고 신비한 힘을 제공한다. 부활
은 교회가 죽음의 역사를 깨치고 무한한 
영적 생명을 인간 역사에 공급해 줄 수 있
게 한 원동력이다. 인류 역사가 어둠과 죽
음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
것들을 대척(對蹠)하는 강력한 힘, 이것이 
부활 신앙이다.
그대, 가장 잔인한 계절 4월에 부활을 

노래하는가. 아니 언제나 부활을 사는가.

이상명 목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그대, 지금 부활을 사는가

기적의 이온칼슘 활성제 

마라셀 | 메가백 | 리카틸 | 키즈셀
마라내츄럴 뉴욕(Marah Natural NY)
www.sacionca.net | T)917-29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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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살고 싶으면 혼자 살
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하
라’ 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
리 모두는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결단과 기대를 가지
고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됩니다. 다
음은 알랭 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
와 그 이후의 일상”에 나오는 글입
니다. “우리는 보통 연애를 통해 상
대와 나를 같은 하늘을 보는 사람
이라고 여기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
을 동결시킨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행위를 통해 황홀한 기분이 영원해 
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
이 우리의 감정을 동결시키거나 사
랑을 보존할 수 없다는 걸 결혼하
고 난 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서
나 알게 된다.”
우리가 처음 마음을 변치 않고, 

오랫동안 행복한 부부로 살아 나가
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
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어딘가 균형 잡히
지 않은 불안한 상태, 아직 철이 덜 
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우리
는 상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결혼 
전에 경험한 것이 그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겉모습입니다.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느 도시를 여행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은 상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어떤 행동을 싫어
하는지, 기꺼이 알려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셋째, 우리는 대부분 행복
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는 사랑을 통해 행복을 찾는다고 생
각하지만 대개 친숙한 감정에서 행
복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
릴 때 느꼈던 행복이 반드시 즐겁
고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을지도 모
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느끼
는 행복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
은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해?” 하고 
서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부부는 
이심전심일 것 같지만 말하지 않으
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넷째, 우
리는 언제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청혼할 때 느꼈던 둥둥 떠 다니는 

듯한 행복을 평생토록 옆에 두기 위
해 결혼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혼은 행복한 순 간을 보존해 주
지 않습니다. 결혼은 현실이고, 행
복은 고독과 슬픔과 고통 등과 함
께 오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행
복은 불행 부재의 사건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

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
도 가깝기 때문에 소중함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서 불
화의 씨가 뿌려집니다. 서로 친밀할 
수록, 오랜 시간을 함께 할수록, 상
대의 감정을 배려해야 합니다. 부부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그들이 가
지고 있는 어떤 문제(자녀문제, 고
부간의 갈등, 성격 차, 경제적인 문
제)보다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부부가 연합되었다는 느낌이 사라
졌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사라질까 
봐 그 사랑을 다시 찾기 위해 치열
하게 싸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통해 자신

의 존재가치를 확인 받고 싶어 합
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통해서, 사
춘기 때는 친구를 통해서, 연애할 
때는 연인을 통해서 확인을 받습니
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통
해 자신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인
가를 확인 받고 싶어 합니다. 부부
간의 정서적인 친밀감이 사라지면,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
게 됩니다. 보통 때는 별스럽지 않
게 치웠던 양말이 “왜, 도대체, 내
가 그렇게 치워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내 말을 
무시하지?” 라는 비합리적인 생각
에 사로잡혀 상대를 향해 등을 돌
리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사람을 통해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
이 되면, 사소한 잘못은 애교로 보
이고,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게 됩니
다. 이 세상에 성격차이가 없는 부
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결혼한 것도 아

니고, 상대에게 반해서, 함께 아침
을 맞고 싶어서 결혼한 관계입니다.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각자
에게 있습니다. 절반의 책임이 서
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변화합니다. 건강한 

부부는 처음엔 열정을 가진 연인
에서, 인생의 전쟁터에서는 전우로, 
그 다음엔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 자연스레 바뀝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부부 서로에게 
전우애가 생기면, 결혼생활의 절반
은 성공한 셈입니다. 행복한 부부관
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결혼 미션
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치료해 주고, 서로의 
성장을 격려해주는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의 미션은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박효숙 교수
가정사역자/목회상담학박사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anon이라는 작가의 짧은 글,“긴 침묵(the long 
silence)”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합니
다. 이런저런 억울한 사연들로 항변합니다. 이들
은 사람들을 심판할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런 사
정을 알기나 하냐면서 하나님에 대해 의구심과 불
평을 쏟아 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심판의 내용을 말씀

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말씀하시는 대신 길게 침묵하셨습니다. 그“긴 침
묵”은 어떤 말보다, 어떤 심판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긴 침묵”으로 말해보십시오. 긴 침묵은 어떤 

웅변보다 강할 것입니다. 긴 침묵은 어떤 지혜보
다 빛날 것입니다. 긴 침묵은 어떤 행동보다 바를 
것입니다. 긴 침묵은 어떤 시간보다 멋질 것입니
다. 긴 침묵은 어떤 감정보다 깊을 것입니다. 긴 
침묵은 어떤 변명보다 찰질 것입니다. 긴 침묵은 
어떤 책망보다 아플 것입니다.
오늘날, 수다쟁이(talkative)는 많아도“긴 침

묵”의 사람은 드뭅니다. 사순절(四旬節), 묵언(言)
의 계절(季節). 긴 침묵을 훈련하기에 더없이 좋

은 절기(節氣)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온
갖 소리에 억울해도, 어이없어도, 예수님처럼, 긴 
침묵으로만 말하며 사순절을 걷고 또 걸어야 하
겠습니다.

김 /성 /국 /칼 /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긴 침묵으로 말하라

배임순 목사

도르가의집 대표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배/임/순/칼/럼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 
세상 욕망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환란에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오게 하사

내 마음 높은 데로 올리지 않고
세상 온갖 고통 쓸어안고

낮은 데로 흐르는 물이게 하소서.
주의 영이 나를 다스려 
미련한 나로 모욕을 참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소서.

그 지혜의 말로 
아픈 가슴 낫게 하는 치료자로 쓰시고 
주님이 내 입에 주신 말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게 하소서.

내 작은 생각조차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처럼 
상처받은 자의 소리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들을 감싸 안는 넓은 마음이게 하소서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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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회 축복 장로님들

교회가 작을 때 많은 경우 목사
는 비빌 언덕과 같은 장로를 원합
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크
게 되면 기둥 같은 장로가 필요하
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둥은 평
상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정도로 역할이 없습니다. 그
러나 기둥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어제 장로로 세움 받은 분들과의 

만남에서 장로가 뭐하는 것인지 질
문을 하시기에 제 평소 마음에 있
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
로 성경에서 ‘평화(shalom)’의 뜻
이 ‘제자리에 놓여야 할 것이 제자
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장로는 교회에서 ‘샬롬’을 추구하
는 존재입니다. 샬롬은 거룩(holy)
이요, 거룩은 건강(healthy)이고, 
이는 온전함(wholeness)에서 이루
어지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에
서 장로가 행정직이 아니라 신령
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담임목사와의 관계에서는 교회가 

주님 뜻에 따라 세워지도록 중요

한 결정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파
트너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에
게 가장 중요한 은사는 분별력입
니다. doing the right thing(바른 
일을 하는 것)과 doing the thing 
right(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 있
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강
건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이 둘 모두를 잘해야 합니다.
저는 젊을 때 스승과 같은 장로

님들이 저를 사랑으로 가르쳐주셨
습니다. 
애틀란타 목회는 저와 함께 큰 

건축 캠페인을 두 번이나 해냈고 
중소형 교회를 대형 교회로 부흥
을 일구어낸 ‘고난동지’ 큰 기둥
과 같은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운 분
들입니다.
며칠 전 팔순을 넘기신 선배 목

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김 목
사, 손 장로님 건강이 안 좋아. 김 
목사와 함께 교회 어려운 때를 버
텨내고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으로 지켜 주시던 장로님 건강

이 안 좋다. 최 장로님도 떠나시고 
손 장로님 건강도 안 좋으니 뉴욕
에 김 목사하고 낚시하러 가는 것 
어렵겠어”하십니다.
손 장로님은 20여 년 전 제가 시

카고 파송 받았던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지 못하도록 성가대가 강단
을 점령 했고 장로가 설교를 했는
데 그날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결
국 몇 달 후에 저는 파송 받은 교
회에서 한 번도 설교를 해 보지 못
하고 시카고를 떠나 애틀란타로 가
서 목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몇 
년 후 손 장로님이 은퇴하고 애틀
란타로 오셨습니다. 
지역의 감리교회를 돌아보시고는 

다닐 만한 감리교회가 없다며 옛날 
장로님 다니시던 교회 담임이셨던 
이훈경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저 
감리교 떠납니다. 아직 안 가본 교
회는 김정호 목사 교회인데 그 교
회는 제가 갈 수 없으니 떠납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그때 이목사님
이 “김정호 목사 교회에 한 번 만
이라도 가 보고 결정 하세요”하셨

고 처음 탐색하러 오신 이후 제 아
틀란타 목회 최고의 기둥 역할을 
하셨습니다.
애틀란타 목회 초기에 주일 중요

한 회의에서 장로님 한 분이 무슨 
문제를 교단장정을 거론하며 지적
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단
법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회의에 장정 가지고 들어오지 마
세요”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문
제 제기를 한 장로님은 제 고등학
교 20년 선배이셨습니다. 어린 목
사가 큰소리를 치는데 장로님이 가
만히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를 마
치고 장로님 몇 분이 제 사무실을 
오셔서는 그 장로님 말씀이 맞았다
는 것을 확인시켜주셨습니다. 민망
하고 죄송해서 “아니, 아까 회의시
간에는 왜들 가만히 계셨어요?”했
더니 “아까는 목사님이 너무 당당
하게 말씀을 하시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 했습니다. 그리
고 목사님이 틀렸다는 것을 장로들
이 교인들 앞에서 확인 시키는 것
은 아니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장로님들은 저의 약
점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저와 함께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의에서 목사가 틀린 말을 하는

데도 가만히 계셨던 장로님이 제
가 뉴욕으로 떠나올 때 환송식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돌이켜 보
니 목사님은 내 인생 가장 아프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셨습니다. 
아내에게도 못하는 어려운 말은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20년 학교 
후배라 하지만 나는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로 여기며 오늘까지 살았습
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떠나
네요. 내 지금 인생 가장 귀한 사
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네요”
하시며 우셨습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기둥 같은 장로

님들이 계십니다.

김 /정 /호 /칼 /럼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담임

오피니언

박/철/수/칼/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킬 것들이 
많이 있다. 건강도, 생명도, 명예
도, 자유도, 평화도, 가정도, 국가
도, 교회도, 또한 신앙도 지켜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소중
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런 것들 중에 한 가지만 지키지 못
해도 그 결과 불행하게 되고 만다. 
요즘 Me too 사건으로 하루아

침에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결과 
불행한 인생으로 추락하지 않는
가? 따라서 명예도 잘 지켜야 한
다. 또한 지켜야 할 것 중에 우리
의 마음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
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 잠언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
키는 것에 좌우됨을 말씀하고 있
다. 그 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
겨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들
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인 것
이다. 그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금
령을 어겼다. 그들이 금령을 어긴 
것은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
처럼 될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라
는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그만 그
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
과를 따먹고 만 것이다. 따라서 그
들은 아무리 뱀이 유혹을 했어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굳게 지켜야 했다. 그런데 
그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결
국 불행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것
이다. 따라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

의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한

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을 기억했다면, 명심했다면 그들
은 마음을 지켰을 것이다. 그리
고 범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데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명심하
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마음을 지
키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던 것
이다.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는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
을 기억했다면, 명심했다면 그들
의 마음을 지켰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명
심하지 않고 그만 말씀을 거역하
고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이다. 따
라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명심하는 것 중요하다. 
또한 마음을 지키려면 욕심을 버

려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
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
다. 그러나 어찌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가? 어불성
설이다. 따라서 욕심을 버려야 한
다. 에서 역시도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한 끼 음식에 대한 식욕을 버
리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
서, 그만 장자의 축복 권을 팔아버
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망령
된 자가 되고 말았다. 아간 역시
도, 눈앞에 보이는 시날 산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 금덩이 하
나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음을 지
키지 못하여 그러한 것들을 훔쳤
다가 그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되었
고 그만 아골 골짜기에서 돌무더
기에 쌓여 죽는 불행자로 전락이 
되고 말았다. 엘리사의 사환인 게
하시 역시도 나아만 장군의 선물
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
고 선물을 취하다가 문둥병이 들

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물질 욕
심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

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가? 바로 물질 욕심을 버리
지 못해서 그렇지 아니한가? 왜?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가? 다른 이유가 없다. 물질
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런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마음
을 지킬 수 있다. 그래야 바른 삶
을 살 수 있다. 그래야 떳떳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욕심을 
뛰어 넘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욕심을 버리므로 마음
을 지키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

박철수 목사
익산봉곡교회 담임

마음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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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즌을 보
내고 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잘못
된 자신의 과거, 상처의 흔적을 기
억하고 아파하며 돌아보고 부활절의 
희망을 바라본다. 주님의 위로와 용
서 안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
간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전에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몇몇 아

직도 기억이 남는 분이 있다. 어려서 
제주도에 살 때 4.3사건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 아닌 고아가 되서 떠돌았
다. 교육은 당연히 못 받았고 학대
와 무시 속에서 살았다고 한다. 자신
의 일에 열심이지만 자기 배우자에
게 화를 잘 내는 분이었던 분이었다. 
남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는 제주도
에서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자주 화를 내
는 그는 필자에게 부모를 다 잃고 
떠돌이로 살았다고 말했다. 한번도 
고향에 간 적이 없다는 그였다. 최
근에 국가에서 제주도에 4.3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 이 뉴
스가 그에게 전달되어 한과 소망을 
가지고 그가 가고 싶어할지도 모르
는 이제는 어려서 살던 고향과는 많

이 달라졌겠지만 그분의 고향에 갔
으면 한다.
저는 이 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이 아프다. 어느날 갑자기 부모가 죽
고 외톨이로 떠돌던 날의 고통을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
웠으나 늘 어딘가 어둡고 불안해 보
이고 화가 나있어 그의 배우자 마음
을 아프게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한다. 
누가 그분의 아픔을 위로하고 풀어
주겠는가? 신문에 제주의 4.3 사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소식이 그의 마
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고 위로
가 되기를 바란다. 아마도 그는 고
통의 시간을 기도로 보냈을 그에게 
부활 주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
를 바란다.  
아마도 이제는 많이 나이가 들었

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의 고통과 
분노가 해소되기 바란다. 세월이 약
은 아니지만 고통의 수많은 세월을 
지내온 그에게 주님은 그럴 것이다 
“이 또한 곧 지나갈 거야” 그때 그는 
비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번 주를 정점으로 2월과 3월에 
걸쳐 열렸던 한국 주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모두 끝났다. 필자의 
친구가 한 장의 올림픽 사진을 설명
과 함께 보내왔다. “장애인 동계올림
픽 아이스하키팀 응원 갔다가 유니
폼 사 입고 선수들 사인 받은 정숙
씨! 그걸 남편에게 보여주며 자랑하
고, 그걸 만져보는 문통.” 패럴림픽
에 참석한 영부인은 자주 경기를 참
석했다고 한다. 아이스하키 게임이 
끝나고 대통령이 선수들이 있는 곳
으로 내려가서 무릎 굽혀 같이 기쁨
을 나누고 애국가를 불렀다. 이 모습
에 관중들이 감동했다. 태극기를 꽂
은 백팩을 메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영부인의 모습이 신선했다.  
올림픽 기간에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창을 방문했다. 미국, 북
한에서 선수들을 보내고 고관들이 
왔는데 놀랄 일이었다. 그런 모습
을 보면서 뭔가 변화가 올려나 하
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
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뭔가 변화되기를 희망의 마음을 가
지고 바라보는 것 만은 사실이다. 북

쪽이 공산화되면서 고향을 등진 사
람들이 한국과 전세계에 살고 있다. 
아마도 이번 4월과 5월의 회담을 관
심 있게 주시할 것이다. 혹시 누가 
아는가? 고향을 떠나 사는 한인들이 
어떤 소식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그
래도 듣고 싶은 것은 사실이고, 좀더 
바람직한 소식을 듣기 원하는 것은 
더욱 절실한 일일 것이다. 
필자는 아주 어려서 안내자의 목

마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서울에 왔
다. 부모는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
다. 동생들은 부모의 고향에 대하여 
잘 모른다. 기회가 된다면 어머니의 
고향 평안북도 정주와 내가 나서 자
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안북도 
선천을 가보고 싶으나 그것이 꿈에
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이 
모든 것은 접어두고 어머니와 사촌
이 깨소금 같이 재미있어했던 그들
의 어릴적 고향을 기적이 일어나서 
가볼 수 있게 된다면 꿈에서라도 얼
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바란다. 이
북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점자 줄어든다고 한다. 만일 기회가 

와서 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면 좋겠
다. 남겨두고 온 친정식구들로 인하
여 눈물지었던 어머니의 고향을 방
문했으면 한다. 
바라던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

르나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또한 과
거의 일이었어, 그 소원을 말하던 때
가 이미 예전이야.” 그렇게 고통스
러웠던 상처의 기억이 지워질 것이
다.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은 힘들지
만 그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이 변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오래갈 것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고
통의 기억을 참고 지나가기를 바란
다. 부활의 주님에게서 희망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 /신 /건 /강 /칼 /럼

김금옥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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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희망을 읽다

청소년기에 해방을 맞은 나는 곧
이어 6.25동란을 겪으며 비전도 없
고 야망도, 꿈도 없는 암울한 시대
를 지내왔다. 그 이유는 가난과 사
회의 무질서와 혼란, 부도덕, 폭력, 
시기, 절도 등등의 넘실거리는 사회
악과 부조리 때문만이 아니라 내 스
스로 밝히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뇌
와 번민 때문이었다. 
이러한 나에게 어느 날 볼 수도 없

고 만날 수도 없는 예수에 대한 소
문이 들려왔다. 황당한 이야기들이
었다. 물위로 걷고 죽은 자를 살렸
다는 이야기며 사법기관의 법관도 
아닌, 한 평범한 사람이 간음죄를 
지은 여자도 용서했다는 것이었다. 
오병이어(五餠二魚)는 또 무엇인가?
굶주리고 헐벗고 혼란스러운 시대

를 사는 사람들에게 눈이 번쩍 뜨이
고 귀가 확 열리는 말이었다. 그러
한 소문 중에 들려온 한 말씀은 이
러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
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
으리라”그 절망의 암울한 시대에 살

면서 이 말을 듣고 오라고 하는 이
에게 나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
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은 
꼭 가봐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
는 스스로 말할 수 없이 비천하고 
어리석고 추하기 이를 데 없는 몰
골이었으나 그래도 예수께 나갔다. 
예수님은 이러한 나를 따뜻한 가

슴으로 맞아 주셨다. 하지만 도저
히 이러한 모습으로는 그분께 가까
이 다가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줄 모
르고 멀찍하게 그냥 예수님 앞에 서 
있기만 하였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서 “네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다. 
나는 등에 짐을 지고 간 것 아니었
기에 어떻게 해야 짐을 내려놓는 것
인지 몰라서 여전히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立) 있기만 하였다. 그랬더
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서(
立) 있지만 말고 가까이 와서 내 등
에 엎여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씀
을 듣고 염치불구하고 냄새 나고 누
추한 나의 몸을 예수님의 등에 업
혔다. 
예수님의 등은 말할 수 없이 포근

하고 편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제야 
수없이 들어왔던 “예수를 믿어라”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
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를 예수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고 등에 업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은행은 믿을 수 있는 좋은 기관이

다. 그러나 그 좋은 믿을 수 있는 기
관에 나의 돈을 갖다 맡기지 않으면 
좋은 은행과 나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요 
좋으신 분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예
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
와는 아무런 관계와 소용이 없는 것
이다.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그 등
에 업힌 나는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등에 
업힌 채 따라가기만 하였다. 어디
로 가는지 알 수 없어 어쩐지 불안
한 느낌이 오기도 했으나 그토록 더
러운 나를 업어주신 예수님께 도중
에 내려달라고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업혀있기만 하였다. 따라가 보니 그 
곳은 예수님을 잡아간 제사장 가야
바의 뜰과 빌라도의 법정을 지나서 
무시무시하고 으스스한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 형장이었다. 나를 업으
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어서 양
손과 양 발에 못이 박히시는 것이었

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의 등에 업힌 
죄인인 나를 찌르기 위해서 나를 업
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깊
숙이 찔렀다. 
나보다 먼저 창(槍)에 찔린 예수

님의 몸에서는 죄 없는 깨끗한 피가 
강물같이 흘러내렸다. 예수님의 몸
에서 흐르는 강물 같은 피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씻어 내리는 것
이었다.    예수님을 찌른 창(槍)이 
그 등에 업힌 나의 몸까지도 깊숙이 
찔러서 나의 몸에서도 피가 흘러 내
렸다. 예수님의 몸에서는 깨끗하고 
맑고 붉은 피가 흐르는데 내 몸에서
는 검고 끈적끈적한 죄의 피가 흐르
는 것이었다. 더럽고 끈적끈적한 나
의 피가 예수님의 깨끗한 붉은 피에 
한없이 씻겨 내려갔다. 
내 몸에서 죄의 무거운 피가 다 씻

겨내려 몸이 가벼워졌을 때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시고 다시 살
아나셨다. 죄의 피가 다 씻겨나 가
벼워진 나도 일어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

와 함께 또 살았도다.” 예수님의 붉
은 피가 죄에 찌든 나를 정케 하시

고 죄로 죽었던 나를 살아나게 하셨
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
었는가? 선악과의 금령을 어긴 불
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지어 죽어야 
할 죄인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
다. 매년 다가오는 고난주간은 겨울
이 녹고 따뜻한 봄과 함께 다가온다. 
생동하는 봄의 환희와 함께 예수

님 고난 당하신 비탄과 회개의 상심
의 정서가 함께 어우러져 다가온다. 
매우 감상적인 파토스에 젖어 들기 
쉽다. 그러나 이 계절에 우리는 “나” 
까닭에 십자가위에서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
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고 나는 
지금 그 고난의 길 (VIA DOLO-
ROSA),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발견
하는 계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 /진 /경 /칼 /럼

주진경 목사
뉴저지은목회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이렇게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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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조부되시는 고 허응숙 목사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3.1 절 만세운동을 황
해도 신천군 문화읍에서 교인 300명과 동
참하여 시위를 주동했고 그로 인해 3년 
간 옥고를 치루셨으며 그 공로로 정부로
부터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으며 그 덕
분으로 필자는 1년 전 보훈처 주관의 해
외한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에 일
원으로 고국을 방문하여 여러 뜻 깊은 경
험을 하게 되었다.
한편 금년도 3.1절 기념식은 그 동안의 

보수정권하에서의 기념식과는 색다르게 
10만 독립투사들이 고초를 치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마당에서 열렸다. 이곳에
서 기념식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문 대
통령은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정신과 독
립 운동가들의 삶을 역사의 주류로 우뚝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3.1운
동의 가장 큰 성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 수립이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
통을 계승했다”고 밝혀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의 시발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배신
하면 언제든 심판받는 국가의 정직성이 
회복돼야 한다.” 라고 이전에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무엇보다 먼저 생활고에 시달리는 독립
선열 후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3대
까지 늘린 것은 이런 정직성 회복을 위
한 작은 첫 걸음으로 보인다. 
필자의 선친께서는 살아 생전에 뉴욕 

광복회를 조직하시고 민족정신을 틈나는 
대로 가족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마다 전파하셨던 기억이 난다. 평소에는 
아무 불평이나 큰소리 없이 조용하셨던 
분께서 당시 출석하셨던 교회에서 3.1절
이나 8.15 광복절에 기념 예배를 안 드린
다고 하시며 가족들에게 무척이나 서운
해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러
한 기억이 있기에 교계 언론에 보도된 뉴
욕 우리교회에 관한 기사는 필자에게 무
척이나 귀중하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본 
글을 올리는 바이다. 
뉴욕 우리교회의 조원태 목사는 “삼일

절과 위안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일본 제국주의로 인한 아픔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차세대와 나
누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며, 이런 일을 함으로 이민자로서 정체성
을 잃지 않고 크리스천 한민족으로 살아
가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미움과 증
오가 아니라 포용과 사랑과 평화를 함께 
배우고 깨닫고 나누는 시간이 해마다 하
는 위안부 기림비 방문에 담겨 있는 의
미 ”라고 설명한다. 사실 대개의 교회들
은 교회 성장에 관한 행사라면 열일을 제
치고 적극적이나 이런 행사에는 등한시
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교계현실인 바 이
곳에서 출생한 2 세들에게 크리스천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일회성
도 아니고 5년 째 이런 뜻 깊고 쉽지 않
은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조원태 목사
와 이에 동참하고 있는 뉴욕 우리교회 모
든 성도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큰 격려
의 박수를 보낸다.

뉴욕 우리교회 예찬론

1905년 남아프리카의 한 광산에서 3,106 케
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원석 중에 가
장 큰 것이라네요. 이 광산의 소유자가 영국
사람 토마스 컬리넌이라 다이아몬드 이름을 
컬리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영국이 통치하고 있던 때라 영국 정

부는 에드워드 7세 왕의 생일 선물로 보내기
로 하고 이 다이아몬드를 구입하기로 했습니
다. 그러자 소문난 도둑들이 컬리넌에 눈독
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컬리넌을 안전하게 운반할 묘

안을 짰습니다. 진짜를 아주 허름한 상자에 
넣어 일반 소포로 발송하고, 가짜는 삼엄한 
경비 속에 요란하게 운반을 했습니다. 역시
나 도둑은 가짜에 집중했고 그 사이 진짜는 
무사히 영국에 도착하였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운행하시는 방

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 같

은 우리를 천사의 호위도 없고, 주목도 받지 
않으며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
박하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이
기 때문에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호위하려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시든 그분 손에 맡겨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됩니다. 주님이 은밀히 기
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영혼이 병들었는데도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
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불행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허름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호위하시려고 온갖 모략
을 펼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
지 마십시오.

고 /훈 /칼 /럼

고  훈 목사
하은교회 담임

THE CULLINAN DIAMONDS
(컬리넌 다이아몬드 배달작전)

허경조 장로
아름다운교회 협동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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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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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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안내

214-34 35th Ave, Bayside, NY

본 지면은 기독뉴스를 후원하는 교회와 단체, 기업을 

소개하는 면입니다. 후원비는 분기별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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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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교회안내후원안내

담임목사 허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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