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한인장로회(KPCA) 43차 
총회 및 42회 사업보고가 5월 8(
화)부터 10일(목) 도미니카 류 
팔레스 바바로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총회장 원중권

목사(아르헨티나 소망교회) 부총
회장 이기성 목사(벤쿠버삼성교
회) 전홍권 장로(가나안교회)가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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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NCKPC) 제47회 정기총회 및 전
국대회가 5월 15일(화)부터 18일(

금)까지 샌디에고 더블트리 호텔에
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의 주제
로 열렸다. 첫날인 15일(화) 오후 6

시 축하만찬으로 시작한 총회의 환
영 및 인사의 시간에서 사무총장 
박성주 목사는 “이번 총회에 287명
이 등록했다. NCKPC에 속한 4백
여 한인교회 중 70여 교회의 담임목
사가 30~40대다.”라고 밝혔다.
지역준비위원장 문일명 목사(선

한목자장로교회)는 “중요한 시기에 
한인교회들이 미국장로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는 귀한 시간
이 되기 바란다.”는 환영사를 했다.
내빈 인사에서 타교단 대표로 김

종현 목사(재일대한기독교회), 원중
권 목사(해외한인장로회), 윤세관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총회장
들이 참석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김종현 

목사는 “일본선교 110주년을 맞아 8

월 동경에서 열리는 선교대회를 통
해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우리와 
서로 오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NCKPC는 해외 이주민들의 영혼의 
안식처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하
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원중권 

목사는 “다양한 가운데에서도 일치
를 이루시며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가지 목적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
의 역사와 방법을 찬양한다.”며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두 기관의 협
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윤세관 

목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라며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려는 기장
의 기도제목과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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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씀하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16:15)

NCKPC 제47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

요한 웨슬리 성화운동 미주본부(
회장 박효성 감독)는 5월 11일(금)부
터 13일(주일) 사흘 간 티넥한인 연
합감리교회에서 부흥회 및 회장 취
임식을 가졌다.
요한웨슬리 성화운동 미주본부는 

뉴저지 다래옥 식당에서 웨슬리언 

각교단 대표자들이 첫 모임을 갖고 
대표회장에 박효성 감독을 선임했으
며, 13일(주일) 취임식을 가졌다. (
준비 모임 참석자: 박효성 감독, 장
철우 목사, 장석진 목사, 김종원 사
관, 김명옥 목사, 이재덕 목사, 이대
우 목사, 장동신 목

▲요한웨슬리 성화운동미주본부 대표회장 박효성감독의 취임식 후 단체사진

▲NCKPC총회에 참석한 3040목회자가 그룹토의후 단체사진 촬영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성명서 발표한다. 

<7면에 계속>

<7면에 계속> <7면에 계속>

요한웨슬리 성화운동
미주본부 대표회장 박효성 감독 취임

718.414.4848

스마트폰으로 듣고보는
뉴욕기독교방송

www.cbsnewyork.net

사장 문석진 목사

▲ NCKPC 총회 특집(4면)

▲ 북한 억류 임현수 목사(11면)

▲ 서울대 찬양선교단 찬양집회(6면)

▲ 중 독 뉴 스(14면)

주요기사 안내

KPCA 신임총회장 원중권목사
부총회장 이기성목사 전홍권장로

오늘의 시대 크리스챤은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대한민국을 위
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트
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특
별한 사명을 가진자 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

해 기도 하라’고 요구 하면서 로
마서 9장~11장은 이스라엘 민족
의 구원을 위해 강력하게 말씀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떤 방향 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진행 되고 
있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역사
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께서 주
관 하시고 계십니다. ‘시대의 징
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길이 중요 합니다.      

시대의 소리
(361회)

최요한 목사

세계선교연대 대표

서울명동교회 담임

▲ KPCA 총회 특집(5면)

▲해외한인장로회 43차 총회에서 신임총회장 원중권 목사(왼쪾쪽)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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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NCKPC, 총회장 지선묵 목사)가 
47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를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샌디에고 힐튼
호텔에서 열고 있다. 
대회 둘째날 16일 오전에는 미국

장로교 총회 한인목회실 조문길 목
사가 ‘미국장로교와 한인 목회’를 
제목으로 주제 강의를 펼쳤다.
조 목사는 1960년대 말 70년대 초

반을 본격적인 한인 이민이 시작된 
시기이자, 한인 목회의 1기로 규정
하고, 현재를 이민 목회 2기로 규정
하며, 다수 백인의 시대가 기울고 
있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을 지적했다.  
  조 목사는 ‘우리는 왜 미국장로

교에 속해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의 모습이 여기 있는가?’등의 묵직
한 질문을 던지며, 이민 목회의 전
문성 및 차세대와 여성, 이민신학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미
국장로교의 구조 및 운영방식, 리더 

양육 등을 설명했다. 
조 목사는 “오늘의 강의는 신학

적이거나 학문적인 강의라기 보다 
여기 모인 교회의 리더들이 우리
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정
직하게 반응하며, 모든 결과를 주님
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
게 기대하시는 사역을 묵묵히 감당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조 목사의 강의를 간략하

게 요약했다.
미국장로교는 예수그리스도 밑에 

성경 그 밑에 헌법이 있을 만큼 헌
법 중심의 교단이다. 기본 정신에
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복음
과 하나님에 대한 정의 및 근거, 예
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과 복음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서 하시는 일이 곧 교회관이다. 
그렇다면 미국장로교의 교회관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것’,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 
은혜를 만민에게 제공하는 것’, ‘만
민이 제자의 길을 가도록 부르는 

것’이며, 사람의 가장 으뜸 되는 목
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
님을 영원토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의 선포, 하나님 자녀의 안식처를 
제공하여 양육과 영적 교제를 이
끌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 진리를 
보전하며,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하
늘 나라의 모델을 세상에 보여주
는 데 있다. 
또한 장로교 정치 원리의 핵심 가

치는 하나님 한 분 만이 양심의 주
인이자, 하나의 교회를 추구하며,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공의회 중심
으로 운영된다. 건강한 리더 양육이 
매우 중요시되며, 교단이 리더와 평

신도의 삶과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려고 한다.
조문길 목사 강의에 앞서 미국장

로교 총회 정서기 J. Herbert Nel-
son 목사가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참석하여 강의를 했고, 미국장로교 
역사자료국 사무총장 Beth Shalom 
Hessel 목사가 역사자료국에 대한 
설명을 했다. 
미국장로교 역사자료국은 1852년

부터 지금까지의 미국 장로교 역사
와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전세계와 
나누는 역할을 하며, 2017년 4천 여
명의 연구자를 지원함으로써 대학
특수자료 도서관 수준의 자료실을 
갖추게 되었다. 기록 보관인들은 모

두 훈련된 전문가들로 회원들의 질
문과 요청에 답할 수 있으며, 필라
델피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연구 과
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회원들은 전자 자료실을 통해 1만 

개의 항목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그 예시로는 ‘1920년대 조선 장로
교 총회’라는 검색어로 당시 사진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한국의 선교 사
역, 독립운동 역사 등 해방 전후 한
국에서 사라진 많은 자료들도 당시 
장로교 선교사들의 보고서 등의 방
대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www.
digital.history.pcusa.org)(특별취재 
문석진 기자)

▲주제강사 조문길 목사

▲NCKPA총회 둘째날 단체사진

NCKPC 총회 주제강의 ‘미국장로교와 한인 목회’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NCKPC, 총회장 지선묵 목사)가 
47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를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샌디에고 힐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17
일 신임 총회장으로 원영호 목사
가 취임했다.
총회장 원영호 목사는 부총회장

에서 총회장으로 자동 선출되었고 
차기 부총회장은 남후남 장로와 최
병호 목사의 경선을 거쳐 최병호 
목사가 선출됐다. 
총회장 원영호 목사(새장로교회)

와 함께 47회기를 이끌어 갈 임원
들은 차기 총회장 최병호 목사, 평
신도 부총회장 김영철 장로, 사무
총장 박성주 목사, 서기 박근범 목
사, 회계 김일 장로, 협동총무 김
성택  목사, EM 총무 주성염 목
사 등이다. 
원영호 목사는 취임사에서 “하나

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
었고, 앞으로 갈 길도 하나님께 묻
고 그 길로 가겠다. 많은 기도 부
탁드리며, 우리 같이 힘을 모아 하
나님 영광 돌리는 길에 함께 하자”
고 말했으며, “서로 연결되는 교회

(Connectional Church), 다양성 속
에 하나 되는 교회, 헌법과 질서에 
맞는 교회, 이 세 가지를 이뤄내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NCKPC
가 되도록 하자”고 맺었다.
46회기 총회장 지선묵 목사는 퇴

임사에서 “지난 임기 최선을 다한 

가운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죄송하
고, 그럼에도 같이 해주신 여러분
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 된 
NCKPC 여러분 모두 사랑한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회칙 개정에서 회계연도를 그 해 

총회부터 다음 해 총회때까지 하자

는 안과 평신도가 차기 총회장에 
당선되면 차기 회기에는 모두 평
신도가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되는 
두 건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했다. 이미 공지된 
기타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안건 토의에서는 화해평화위원

회를 활성화시켜 북미정상회담 등 
조국의 현 상황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이를 임원회에 일
임했다. 17일(목) 아침 경건회는 남
선교회전국연합회 부회장 반천수 
장로의 사회, 김영철 장로의 기도, 
송찬섭 장로의 에베소서 4:25-32 봉
독, 김인기 목사의 ‘하나님의 디자
인’설교, 심평종 목사의 축도 순으
로 진행되었다. 
오전 9시부터 현역 목회자, 사모

회, 남/여선교회, 평신도연합, 은퇴
목회자의 그룹 회의가 열렸으며, 
오전 1시부터 세번째 사무총회가 
열려 총회장 사회, 김병규 목사의 
기도, 이유신 목사의 재단 소식, 최
미길 목사의 PILP 소식, 의장의 회
칙 개정, 임원 선거, 김선배 목사
의 집례로 임원 교체와 서약, 지선
묵 목사의 퇴임사, 신임 총회장의 
공로패 증정, 취임사, 신안건, 폐회 
기도, 사무총장의 공지 순으로 진
행되었다. 18일(금) 폐회예배는 신
임 총회장의 사회, 신임 부총회장(
평신도)의 기도, 신임 총회장의 설
교, 이영길 목사의 축도 순이다. [
특별취재 문석진 기자]

NCKPC 총회장 원영호목사 차기총회장 최병호목사

▲NCKPA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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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원중권 목사) 43회 총회 이틀째
인 9일(수) 주요한 이슈들이 회무
에서 다뤄졌다. 섭씨 30도를 웃도
는 회의장에는 에어컨도 나오지 않
은 상황이었지만 총대들은 이슈마
다 열띤 토론을 펼치며 회의를 진
행했다.
캐나다동노회가 총회차원에서 명

성교회 세습에 대한 반대성명서와 
입장표명하자는 건과 관련, 정책정
치위원회의 ‘타교단 타교회에 대한 
간섭이므로 바람직하지 않기에 허
락하지 않기로 하다’의 헌의안은 
장시간의 갑론을박 끝에 찬반 투표
에 부쳤으나 찬성 77 반대 86표로 
부결돼 결국 임원회가 어떤 형태로
든지 KPCA 교단의 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금번 총회의 뜨거운 이슈가 된 

사무총장 직과 관련한 안건에 대
해서는 총회 규칙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사무총장 인선방
법과 시무연한을 제한하자는 안은 
실행위원회에서 한 회기 더 연구하
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가 상정한 사무총장

제의 총무 환원 헌의안인 ‘33회 총
회에서 당시 교육부, 선교부에 있
던 부서총무를 관장하도록 총회총
무를 사무총장으로 명칭을 변경했
으나 총회기구 개혁으로 부처 총무

제도가 없어졌으므로 사무총장제
를 다시 총무제로 환원하기로 하
다’의 안은 찬반 투표 끝에 규칙 
변경 정족수인 2/3를 획득하지 못
해 부결됐다.
선거조례 18조의 선거운동을 제

한하자는 안은 선거조례 18조 “총
회의 임원과 직원, 총회산하 위원
회, 기관 또는 여하단체는 특정후
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운동을 
할 수 없고 또 특정 후보지지를 위
한 여하한 조직도 할 수 없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가 상정한 ‘한국으로 

역이민 하는 교포, 한국내 디아스
포라 등을 위해 한국에 노회를 설
립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청원과 관
련해 한국을 포함한 무지역 노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도선교위원회가 지속적인 선교

지원과 관리를 위한 유급직 간사를 
두기로 한 안건은 진통 끝에 1년간 
연구하기로 했으며 서중노회 김길
헌 목사의 선교사 파송건과 황성
욱선교사 시무기간 연장청원은 허
락됐다.
교육신학위원회는 한국 통합 교

단이 결정한 본 교단 출신 목회
자가 가입할 경우 30학점 이수와 
목사고시를 치르게 한 결정에 대
해 정책 정치위원회와 협의해 대
응하기로 했다. 코트디브아르 아비

장 신학교는 3년간 실사를 조건으
로 계속해서 뉴욕장로회신학대학(
원) 분교로 승인하는 것을 허락했
고 호주와 뉴질랜드지역의 신학교
육과 목사안수 및 가입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기로 했다. 총회 직영 신
학교 용어사용을 총회 인준 신학교
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청원 사항
은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서중노회가 헌의한 총회조직에 

대한 헌법 제 74조 및 75조에 대
한 개정건과 관련, 헌법규례위원회
는 실행위원회(위원장과 서기 포
함)에 위임하여 한 회기 연구하기
로 했다.
42회 총회에서 노회통폐합의 임

무를 위임받은 노회통폐합위원회
는 “총회의 정책에 따라 서노회, 
LA노회, 서북남노회가 우선 노회
에서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2월 12
일 라스베가스에서 회합을 하여 통
합에 앞장 서주신 것을 감사한다.”
며 “제44회 총회에는 모든 노회들
이 통합을 완결해 통합된 노회들이 
모여 총회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보고했다.  
사무총장 보고에서 장세일 총장

은 “13년간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하
면서 전체적으로는 총회의 발전과 
안정 그리고 신앙공동체로서의 집
합체인 교회, 노회, 총회가 복음에 
합한 진실하고 그리고 영적인 요소

를 유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모두를 품고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부단
히 힘써왔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총대들은 이구동성

으로 사무총장의 독선과 고압적인 
태도를 성토했다. ‘사무총장 사역보
고서’와 관련해 총대들은 “총회장
은 왜 활동보고서이고 사무총장은 
사역보고서인가. 사무총장만 미니
스트리인가.”를 지적해 ‘사무총장 
활동보고서’로 수정할 것과 사무총
장의 행정적인 활동분야를 문서로 
차기촬요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투표로 통과시켰다.
회원들은 또 “사무총장의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총회로 보낸 
서류가 사무총장 선에서 각 위원회
와 해당 부서로 전달되지 않고 묵
살되고 있다. 총회를 통과한 예산
이 사무총장의 반대로 지출되지 않
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같
은 분위기는 사무총장제의 총무환
원 헌의 투표까지 이어졌지만 규
칙 변경정족수인 2/3를 넘지 못했
다. 장 총장의 임기는 2년을 남겨
두고 있다.
증경총회장과 증경부총회장이 모

인 증경총회장단은 예년과 달리 43
회 총회와 관련한 회의결과를 발표
할 순서를 가졌다. 교단의 원로들
은 ‘총회준비 과정이 미흡하다’며 

임원들과 준비위원회에 따끔한 충
고를 했다. 김창길 증경총회장은 “
임원과 준비위원회가 성심껏 준비
해주기 바란다.”며 회의나 행정절
차 문제를 확실히 할 것과 헌의
안과 헌법개정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의 세가지 사항을 요점으로 지
적했다.
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얻은 한 

회원은 “규칙변경을 다루는 회의자
료에 규칙이 첨부되지 않아 제대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가 없어 
불편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
으며 또 다른 회원은 “이번 총회에
서 3박 이상 숙박하지 않으면 총
대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건 준비
위원회의 책임이지 총대들에게 부
담시킬 일이 아니다. 총대는 자기 
사정에 따라 1박할 수도 있고 2박
할 수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며 
사무총장의 행정처리에 불만을 표
시했다.
한편 북한에 장기억류됐다 풀려

난 임현수 목사(캐나다큰빛교회 원
로)는 9일 오전 경건회에서 “예복
성사 혁명(행1:6-8)”의 말씀을 통
해 북한 억류기간 동안의 고난을 
간증하고 교회와 목회자의 회개를 
촉구하며 통성기도로 마무리했다. 
본지는 임현수 목사의 설교를 기
독뉴스 신문 45호(11페이지)에 게
재하였다.

KPCA,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입장 표명한다

▲KPCA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이틀째 단체사진 찍고 있다.

사무총장에 대한 불만 안고 사무총장제 존속키로
  역이민하는 교포 위해 한국노회 설립

해외한인장로회(KPCA) 43회기 
신임 총회장으로 중남미 노회 대표 
원중권 목사가 당선되었다.
원중권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

원)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군목으
로 15년 간 사역하고 윤군 소령으
로 전역했다. 한국총회의 파송을 받
아 선교사의 신분으로  아르헨티나
에서 사역 했으며, 한인목회의 부름
을 받아 아르헨티나 소망교회를 지
난 20년 간 섬겼다. 
세계선교대학원 선교학 학위와 

풀러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

며, 김인숙 사모와의 사이에 1남 1
녀를 두고 있다.
해외한인장로회 43년 역사 중에 

미주 외의 노회에서 2번째 총회장
으로 당선된 원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남미를 섬기게 되고, 오
늘 총회장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
혔으며, “해외한인장로회는 좋은 선
배 목사들의 기도와 수고로 해외 교
단 중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 전통
을 본받아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
인 성도, 목회자, 선교사를 아우를 
수 있도록 기도와 나눔을 실천하겠

다”고 말했다.
22년 째 중남미를 섬기고 있는 원 

목사는 중남미 선교를 설명하며, “
오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 아프고 
약한 교회의 사정을 잘 듣고, 그들
을 돕는데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그
들을 잘 섬기고 선교의 지평을 넓히
며, 여러 교회와 협력하겠다”고 말
했으며, “아르헨티나 소망교회는 어
려움 속에서도 35년 간 교민을 위로
하고 선교 해 온 교회이다. 국내 선
교는 물론 북한 돕기, 청소년 비전
에 역점을 두고 청소년 스포츠 센터

를 건립하기도 했다”고 담임을 맡
은 교회를 소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원 목사는 “한인 디

아스포라를 보면 마음이 애틋해진
다.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복음

을 전파하고, 양육해야 하는 데 고
민이 많다. 바라건대, 그 길에 여
러 교회와 교단이 협력하고 동역자
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취재 문석진 기자]

▲해외한인장로회 신임총회장 원중권 목사가 인터뷰 하고 있다.

해외한인장로회 신임 총회장 원중권 목사
부총회장 이기성목사 전홍권장로

특  집



6 제45호  /  2018년 5월 19일교계뉴스

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이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미동부 찬양
집회를 진행한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찬양단은 1998
년 창단, 지도 교역자의 참석 하

에 매주 정기예배와 일대일 양육
을 통해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매년 여름방학에는 
해외 사역을, 겨울 방학에는 수
도권의 작은 교회를 방문해 찬양
사역을 펼쳐왔으며, 지금까지 방
문한 국가는 중국, 홍콩, 미국(5
회), 일본(2회), 캐나다, 호주, 뉴
질랜드, 필리핀, 대만, 아르헨티
나, 브라질, 인도 등이다. 

찬양단은 모든 사역을 자비로 
감당하며, 공연과 집회에서 오직 
찬양곡만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음악적 수준 향상을 위해 
1999년부터 양재동 횃불회관, 영
락교회 베다니홀, 명성교회 월드

글로리아센터, 온누리교회 횃불
회관, 광림교회 장천홀 등의 무
대에서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공
연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회장 김주원 씨는 “단원들이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달란트로 
받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베풀
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기

에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
다”고 말하며, “미동부 순회 중
에 많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기
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비쳤다.
뉴욕기독교방송, 기독뉴스, 씨

존, 서울대동문회가 후원하는 이

번 집회에 프로그램은 합창, 남
성/여성 중창, 율동, 솔로 등 다
양한 레파토리로 구성되며, 시간
은 교회나 집회 성격에 맞게 조
정 가능하다. 특히 단원들의 자
비로 진행하는 선교활동이기에 
기간 중에 교회나 민박 등의 숙
소 후원을 구하고 있다. 
찬양 신청 및 후원 문의: 뉴욕

기독교방송 (718)41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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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

<1면 기사 계속> 

사, 오명석 목사)
요한 웨슬리 성화운동 미주본부는 요한 

웨슬리를 뿌리로 두는 8개 교단이 뜻을 모
았다. 감리교의 UMC(연합감리교)와 KMC(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성결교회와 예수성
결교, 구세군, 나사렛, 오순절의 하나님의성
회(AG)와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등이
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장철우 목사

(UMC), 김종원 사관(구세군), 장석진 목사(
미성), 이병홍 목사(나사렛) 대표회장 박효
성 감독(KMC), 대표 부회장 김명옥 목사
(AG), 공동대표 이만호 목사(순복음 북미
총회), 이대우 목사(미성), 장동신 목사(예
성), 이성헌 목사(나사렛), 대니엘최 사관(구
세군), 사무총장 김태수 목사(KMC)
대표회장 박효성 감독은 “오늘날 기독교

인이 직면한 문제들은 초대교회 안디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안디옥에
서 일어났던 이방을 향한 교회의 선교와 부
흥, 18세기 웨슬리 부흥운동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8개 교단으로 확
장, 발전되어 왔다”고 설명하며, “감리교의 
KMC와 UMC, 성결교회의 미주성결교와 예
수성결교, 구세군, 나사렛 성결, Assembly 
of GOD, 순복음 미주총회 8개 교단이 연합
하여, 미주성화운동본부가 발족되었으니 하
나님께서 고백적이고 겸손한 작은 노력을 
선하게 보시고 도와 주실 것을 믿으며 달려
가겠다”고 인사했다.
대회 첫날 강사로 초청된 김철한 감독(오

목천교회 담임)은 감리교 신학대학 이사이
자, 세계선교협의회 총재, 경기연회 전 감독, 
전국 부흥단 전 대표회장으로 이사야 19:19-
25을 본문으로 ‘선지자의 비전, 우리의 비전’
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둘째 날 강사, 양기성 목사(행정학 박사)
는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 미국 카우만 
신학대학원 초빙교수이자 웨슬리언 교회지
도자 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창 41:-
28-40, 행 1:8을 본문으로 ‘성령에 감동된 사
람’이란 제목의 설교를 했다. 마지막 날 김철
한 감독은 출 4:1-4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음
성’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대회 준비위
원장 이재덕 목사는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를 탄생시키고, 칼빈
이 개신교 신학을 심화 발전시켰다면, 200년 
후 요한 웨슬리는 개신교 목회의 원리와 목
회의 기초를 정립했다”고 설명하며, “웨슬리
가 강조한 평신도 사역, 탁월한 조직력, 영감 
넘치는 예배와 찬양, 속회를 통한 소그룹 운
영, 교회 밖으로 향한 야외 설교 등은 지금
이야 말로 우리 현대교회가 가장 주목해서 
실천해야 할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부흥회 첫날은 이재덕 목사의 인도, 박종

윤 목사(우리 사랑의 교회)의 찬양 인도, 김
동권 목사(뉴저지 새사람교회)의 기도, 박종
일 목사(뉴저지 성산성결교회), 오대석 목사
(뉴저지 영생교회)의 기도, 장철우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둘째 날은 이기
응 목사(뉴욕성결교회)의 인도, 정인석 목사
(주님의몸된교회)의 기도, 뉴저지 사모 합창
단의 찬양, 장미자 사모의 특송, 유병우 목
사(드림교회)의 봉헌기도, 김종원 사관의 축
도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은 김태수 목사의 인도, 이대우 

목사의 기도, 뉴욕한인 제일교회 성가대의 
찬양, 유진웅 교수의 특송, 김주동 목사(NY 
온누리성결교회)의 봉헌기도, 회장 취임사 
및 뉴욕교협 회장 이만호 목사의 축사, 뉴저
지 은목회 회장 장청수 목사의 격려사, 장석
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요한 웨슬리 성화운동 미주본부
대표회장 박효성 감독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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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CA 신임총회장 원중권목사
임원은 서기 이재광 목사(동남), 부서기 박

상근 목사(서북남), 회록서기 송민호 목사(카
동), 부회록서기 지영환 목사(서), 회계 한광호 
장로(필라), 부회계 허종학 장로(서중), 영문 
회록서기 다니엘 주 목사(나성영락) 등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5)’라는 대회 

주제 아래 열린 8일 개회예배에서 총회장 박
성규 목사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박 목사는 “교회는 크루즈가 아
닌 항공모함이다. 크루즈는 승무원과 여행객
이 타고 가는 것이지만, 항공모함은 승선한 모
두가 자기 역할과 책임이 있는 전투요원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가 항공모함 같이 되
길 원하신다”고 비유했다.
박 목사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란 세상의 죄

악과 마귀권세를 향해 영적전투를 하는 교회
이다. 복음을 몰라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
혼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
송하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다”고 설명하며, “안디옥 교회는 인종, 신
분, 국적, 세대를 뛰어 넘는 넓은 가슴을 가
진 교회이다. 
또한 뜨거운 가슴을 안고 금식하며 살아있

는 예배를 드리며, 희생의 순종이 있는 교회이
다. 회원 교회가 모두 안디옥 교회가 되어 하
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선교의 항공모
함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축사를 맡
은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총회장 지선묵 목사는 “어려운 시절 교회들
이 힘을 모아 교단을 이루고 늘 힘쓰시는 여
러분께 존경과 축하를 보낸다.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에게 진리의 횃불이 되고, 동포들
의 희망, 남과 북의 화해 및 민족적, 계층 간
의 벽을 허물어주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
고 격려했다.
공천헌의원회 보고에서 노회가 상정한 헌의

안으로는 ▲서노회, 서북남노회, LA 노회 통
합결의보고 ▲캐나다동노회 청원- 총회차원

의 명성교회 세습반대 성명서 발표해 줄 것 
▲서북노회 건의- 총회를 북미에서 개회할 것 
외에도 뉴욕노회(장다솔), 뉴저지노회(김선복, 
김용현, 오철, 정선희) 등 17개 노회 총 40명
의 목사고시 청원이 있었다
총회 임원회가 상정한 헌의안에는 노회통합

에 따른 총회총대수를 조정하는 규칙의 개정
과 관련 헌법 개정에 대한 요청, 한국으로 역
이민 하는 교포, 한국내 디아스포라 등을 위
해 한국에 노회를 설립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청원 등이 있었다.
특히 서중노회는 ‘총회가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77조 5
항)’에 의거해 총회가 노회의 통폐합 결정을 
논의하지 않았는데, ‘노회가 합병하고자 하면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72조 2항)’,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일체 상황을 지도한다(67조 7항)’ 등의 
조항이 서로 배치하는 바, 총회와 노회 그리
고 지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요청
했다. 서중노회는 또한 사무총장의 인선방법
과 사무연한을 제한하자는 건을 헌의해 이와 
관련한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회예배는 원중권 목사의 인도, 부총회장 

김억희 장로의 기도, 서기 서명성 목사의 사
도행전 13:1-3 봉독, 중남미노회 중창단의 찬
양, 총회장 박성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
되었고, 성찬식은 에드워드 리 목사의 인도로 
시작하여, 분병, 분찬 위원으로는 박맹준(뉴
욕), 김도완(뉴저지), 민영선(필라), 한인국(중
앙), 박준호(카동), 김동현(LA), 정지현(동남), 
김동원(서), 김재옥(서중), 김경섭(서남), 박상
근(서북남), 송영배(카서), 노광석(유럽), 박형
찬(호주), 신현성(뉴질랜드), 강요한(서북), 박
종국(일본), 인은희(동북), 이병일(중남미) 목
사 등이 수고했으며, 전총회장 한세원 목사
가 축도했다.
(특별취재 문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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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충신교회는 5월 6일(주일) 오
후 4시 안재현 목사 위임 감사예배
를 가졌다.
3대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안재현 

목사는 퀸즈장로교회, 세리토스장로
교회, 뉴욕장로교회 부목사를 역임했
으며, 나약칼리지와 비블리컬신학교
(BTS)를 졸업했다. 
설교를 맡은 한재홍 목사는 ‘기도의 

힘’이란 제목으로 “오직 기도만이 모
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모든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안 목사를 통
해 충신기도 성도들이 기도의 힘이 무
엇인지 맛보고, 승리하는 삶을 일구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안재현 목사는 “그동안 몸 담았던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러 
오신 것을 보니, 이렇게 나를 훈련 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감격의 눈물을 비치기도 했다. 안 
목사는“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셔서 낮

은 곳에 임하시고, 희생하신 것 처럼, 
담임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을 항상 낮
은 곳에서 섬기겠다. 많은 기도 부탁
드리고, 항상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
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이풍삼 목사(한인동산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뉴욕충신교
회를 세우게 허락하셔서 지난 31년 간 
좋은 목회자, 모범적인 일꾼과 성도들
을 길러내게 하신 것을 감사 또 감사
드린다. 안재현 목사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기 바라며, 앞으로 30년 더
욱 발전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한다”
고 말했다.
박규성 목사(세리토스장로교회)는 

영상을 통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안 목사는 말씀에 탁월한 재능이 있
다. 안 목사를 세운 충신교회 성도들
에게 축하드리며, 안 목사와 함께 새
로운 은혜의 지평을 열고 교회의 부흥
을 이루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나영애 목사가 인도한 1부 예배에는 
박준열 목사의 기도, 인도자의 에스라 
8:21-23 봉독, 충신찬양대 찬양, 설교, 
헌금 특별 연주(바이올린 이현진, 피
아노 김해은), 이재봉 목사의 봉헌 기
도 등의 순서가 있었다.
2부 위임식은 RCA 퀸즈노회장 존 

창 목사의 인도, 이성희 목사의 통역
으로 시작해, 강홍구 장로의 목사 소
개, 인도자의 위임목사 서약, 마리앤 
린 목사의 위임 서명, 존 창 목사의 
권면, 성도 서약, 위임 목사 선포 등이 
있었다.  이어 영어 회중의 축가, 이
풍삼 목사와 박규성 목사의 축사, 축
가(소프라노 김재연, 테너 이재원, 피
아노 지현희)에 이어 안재현 목사의 
답사, 김영수 안수집사의 광고, 김혜
택 목사의 축사, 김기호 목사의 만찬
기도가 있었다.
이날 모인 헌금은 RCA 퀸즈노회의 

신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뉴욕충신교회 안재현 목사 위임 감사예배 후 단체사진 찍고 있다.

뉴욕충신교회 안재현 목사 위임 감사예배
모범적인 일꾼과 성도들을 길러내게 하신 것을 감사

창성건축
믿고 맡길수 있는 건축

부엌, 화장실 수리 및 개조 목공 타일

마루 페인팅, 루핑, 유리, 거울, 

마루 샌딩 및 전기 플러밍 등

(상담 및견적 환영)

교계뉴스

<1면 기사 계속> 

NCKPC 제47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

NCKPC의 총회 주제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로 동일
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
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총
회 강사는 조문길 목사(총회 
한인목회실 총무)와 미국장
로교 총회 정 서기(J. Her-
bert Nelson 목사)와 역사자
료국 사무총장(Beth Shalom 
Hessel 목사) 등이 미국장로
교를 소개하며 미국장로교와 
한국교회의 뿌리깊은 역사적
인 관계를 되새긴다. 총회 중
에는 현역목회자와 은퇴목회
자, 평신도 3개 그룹으로 나
뉘어 그룹 컨퍼런스를 진행
한다.
특히 이번 NCKPC 정기총

회 및 전국대회는 총회에 앞
서 14일(월) 미국장로교 처음 
들어온 목사, 목회를 처음하
는 목사, 임직받은 장로들을 
위해 미국장로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기 총회장(부총회장) 선

거방법이 바뀐다. 종전의 6
개 지역이 돌아가며 하던 방
식에서 미국을 동서로 나누
어 돌아가면서 한다. 17일(
목) 오후 열리는 임원선거에
는 동부지역에서 남후남 장
로(한울림교회/동부한미노
회)와 최병호 목사(아틀란타
베다니장로교회/대서양 한미

노회) 등 두 명의 후보가 출
마하여 경선한다.
이날 부총회장 원영호 목

사의 사회로 진행된 여는예
배는 찬양인도 임무영 목사, 
기도 최경화 장로(부총회장), 
특별찬양 손현주 집사(샌디
에고연합장로교회), 설교 지
선묵 목사(총회장), 성찬식 
집례 오지현 목사, 봉헌기도 
최정석 목사, 소천받으신 회
원의 추모 안창의 목사, 축
도 천방욱 목사의 순으로 진
행됐다.
총회장 지선묵 목사는 “사

랑의 삶(요일4:7-11)”의 설교
를 통해 “사랑은 하나님께 속
한 것으로 사랑을 모르고 하
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미국장로교와 NCKPC를 사
랑하자”고 강조했다.
사무총회는 의장의 개회사, 

부총회장 원영호 목사 개회
기도, 총대점명 서기 김현준 
목사, 개회선언, 회순채택, 전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감사 
김영철 장로와 양혜란 장로, 
결산보고 회계 오지현 목사, 
2018 예산안 보고 회계, 국내
선교위원회 보고 최병호 목
사, 해외선교위원회 보고 김
성택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
다.(특별취재 문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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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신대학(원)이 2018년 봄학기 종강
예배를 5월 8일(화) 오후 7시 주예수사랑
교회(뉴저지)에서 총장, 이사장, 교수, 및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드렸다.
강유남 목사(뉴저지분교학장)의 인도로 

대표기도 조영길 목사(교수), 설교 윤성태 
목사(뉴욕본교학장), 봉헌기도 신성능 목사
(교수), 교시 정익수 목사(뉴욕총신총장)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윤성태 목사는 디모데
후서 2:15을 본문으로 ‘지켜야할 3대 수칙’
이라는 설교를 통해 “첫째, 하나님 말씀에 
전력투구하라.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천도가 넘는 제련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 연구에 최선을 다해

야 한다”고 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서
듯 사람들 앞에 부끄럼 없이 바로서라. 우
리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동
일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리
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총장 정익수 
목사는 롬 13:11-14을 본문으로“지난 봄학
기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유종의 미
를 잘 거두어 주심에 감사 드린다. 방학기
간 동안 참된 신학생으로서 믿음, 정직, 봉
사, 준비, 감사의 생활로 정진하여 가을학
기에 다시 만나자”고 격려하였다.

뉴욕총신대학(원) 봄학기 종강예배

▲뉴욕총신대학(원)이 2018년 봄학기 종강예배를 마치고 단체사진 찍고 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여목
협, 회장 백금숙 목사)은 어버이날
을 맞아 5월 14일(월) 오전 10시 30
분, 뉴저지 프라미스교회에서 원로
목회자 초청예배를 열었다.
회장 백금숙 목사는 누가복음 

11:1-2을 본문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고, 1, 
2부 순서에는 유오선 집사의 ‘어머
님 은혜’ 트럼펫 연주, 시 낭송, 워
십 댄스, 콩트 등 원로 목회자를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 보였고 , 
참가자들은 모든 순서 후 오찬을 함
께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부회장 김에스더 목사

의 인도, 조문자 목사의 반주, 장경
혜 목사의 기도, 이추실 목사의 성
경봉독, 트럼펫 연주, 설교, 김금옥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고, 2
부는 이미선 목사의 사회, 이요한 
목사(사랑장로교회 원로)의 덕담, 
김창길 목사(뉴저지장로교회 원로)

의 자작시 ‘성묘’ 낭송, 이혜원 사모 
외 워십 댄스, 이미선, 남승분, 이추
실 목사의 꽁트 ‘저녁 상을 물리고’, 
남승분 목사의 광고, 전인숙 목사
의 오찬 기도 등의 순서가 있었다. 
여목협 9회기 임원은 회장 백금

숙, 부회장 김에스더 목사, 총무 남
승분 목사, 서기 박현숙 목사, 회계
대행 이미선 목사, 부회계 이종신 
목사 등이며 표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합 3:19)’이다. ▲여목협, 원로목회자 초청예배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여목협, 원로목회자 초청예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뉴욕여목회 월례 기도회를 마치고 단체사진 찍고 있다.

글로벌뉴욕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권금주 목
사) 가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란 표어
를 내걸고 매월 여는 18차 기도회가 5월 16일(
수) 오전 11시 뉴욕한마음교회(정양숙 목사)에
서 열렸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뉴욕한마
음교회 정양숙 목사를 비롯한 여전도회 회원들
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초대하여 주님의 사랑
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사회 박
드보라 목사, 찬양 마요셉 전도사, 기도 오명희 
목사, 특송  안경순 목사와 김사라 목사, 설교 권
금주 목사, 합심기도 전희수 목사, 헌금특송 남
상보 집사, 헌금기도 심의례 전도사, 광고 최근
선 목사, 축도 정양숙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
었다. 권금주 목사는 잠언 16장 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권 
목사는 “진정한 화목의 복은 먼저 하나님과 화
목한 일이며, 이 화목의 복은 복 중에 복이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우리를 당당하게 서게
한다. 그러나 세상의 화목은 잠깐이요 값싼 화
목이요 변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힘
과 지혜로는 할 수 없기에 겨자씨 만한 믿음으

로 라도 하나님편에서 싸운다면 진정한 화평과 
화목, 승리와 구원은 반듯이 우리의 것이 될것이
다”라고 강조했다. 권 목사는 “우리의 행위가 하
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케 하시느니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맺었다.
합심기도 제목으로는 1)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머니라는 귀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
며 주신 가정 남편 자녀들을 잘 섬기지 못함을 
회개하는 기도 2)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에 속한 어머니 기도회와 글로벌뉴욕 어머니기
도회를 통하여 가정마다 자녀마다 남편들에게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3)한국어머니
기도회 주관 국제 기도 대성회를 위하여(6월 6
일-16일, 한국 청원진주초대교회) 4)고국 대한민
국과 미국을 위하여, 특별히 북미정상회담을 위
하여 5)어머니들의 모든 심령에 아픔과 상처들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치료받기위하여 등이
다.  6월 기도회는 새생명선교회 (암환자들을 위
한 선교회, 대표 심의례 전도사) 회원들을 초청
해서 기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예정이다.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기쁨과영광교회)

글로벌뉴욕여목회 월례기도회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뉴욕기독교방송

인터넷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나 청취가능합니다. 
스마트폰과 방송국홈페이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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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는 5월 
5일(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선
교회를 중심으로  전교인 노방전도를 펼

쳤다. 교인들은 여선교회가 만든 사탕 목
걸이를 한인 마트 주변에서 어린이들에게 
선물했다.

AG 뉴욕신학대학(원) 후원 골프대회가 
5월 5일(토) 오전 11시, 더글라스턴 골프코
스에서 열렸다. 챔피언 상에는 최영진 집사
(프라미스교회)가 차지했다. 
학교는 금번 학기부터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골프대회 수
익금 40,000달러는 전액 장학금제도와 우
수한 교수진 확보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1978년 개교한 하나님의 성회 AG 뉴욕
신학대학(원)(이사장 이우용 목사, 학장 김
창만 목사)은 올해 개교 40주년을 맞이했
으며, 총 400여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를 배
출했다. <후원 방법>
Check Payable to AGTSONY
문의: 윤영숙 전도사 (718)461-9700,
학장 김창만 목사 (267)625-5681

▲뉴욕평화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전교인 노방전도에 나섰다.

평화교회 어린이주일 노방전도 AG뉴욕신학대학(원) 골프대회
전액장학금 4만달러 후원

▲2018년 할렐루야대회를 위한 준비기도회 모습(자료사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뉴욕
교협, 회장 이만호 목사)는 7월 9(
월)일부터 11일(수)까지 프라미스
교회(허연행 목사)에서 2018 할렐
루야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를 준비
하는 첫 기도회가 5월 4일(금) 오
전 뉴욕대한교회(김전 목사)에서 
열렸다.
44회기 뉴욕교협은 올해 대회 강

사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
사를 초청했다. 이영훈 목사는 2016
년 뉴저지 호산나대회 강사로 선 바 
있으나, 할렐루야 대회 강사로는 처
음이다. 뉴욕교협은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가 연속으로 서는 대회
를 기획했으나, 조용기 목사의 건강 
문제로 이영훈 목사 단독으로 사흘 
간 강의한다.
4일 준비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강사 선정 배경, 요일별 대회 특성 
및 향후 기도회 일정을 공유했다. 
이번 대회는 주말에 열리는 예년 대
회와 달리 월, 화, 수요일 평일에 열

리기에 교협 측은 어른과 어린이 참
석자를 위한 홍보에 고심하고 있다.
청소년 참석자를 위한 케이팝 그

룹이자 강원구, 강인구, 이현우 등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팀 ‘라스트’가 
사흘간 찬양 무대를 꾸미며,  대회 
첫 날은 영어권 자녀를 위한 메세
지, 둘째 날은 다민족 선교대회, 셋
째 날은 집회에 앞서 거리전도와 행
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될 예
정이다. 
이만호 회장은 “새로운 변화를 통

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어느 때
보다 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
회를 만들 것이다”고 강조하며, “한
국어와 영어 설교가 가능한 이영훈 
목사가 부모와 자녀 세대가 은혜로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대회 주제는 아직 미정이며, 7일 

뉴욕을 출발한 교협 임원진이 이영
훈 목사와 10일 한국에서 만나 최
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회 둘째 날 

다민족 선교대회는 원래 매년 뉴욕
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로)에서 
개최하는 별도의 행사인데, 교협이 
장로연합회에 할렐루야 대회 안에
서 공동개최를 제안하고 협의 중이
다. 같은 기간 열리는 어린이 대회 
강사는 현재 섭외 중이다.
준비위원장 이광희 목사는 총 6회

의 준비기도회가 2차 기도회는 이
달 31일 뉴욕장로교회, 3차는 임실
행위원회와 겸해 6월 11일 베이사
이드장로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4
차(6월 21일), 5차(6월 28일), 6차(7
월 5일)는 장소미정으로 발표했다.
유년분과위원장 최호섭 목사는 “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힘든 교회들은 이번 할렐
루야 어린이 복음화 대회를 연합 성
경학교로 생각하고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할렐루야 청소년 복음화 대

회는 10월 5일, 6일 예정이며, 강사
를 섭외 중이다.

2018 할렐루야대회 강사 이영훈 목사 
7월 9일(월)-11일(수) 세대간 화합을 위한 과감한 변신 추구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추방의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이민
자들에게 법적 지원과 피난처를 제
공하는 ‘이민자보호교회’가 출범 1
주년 기념예배를 열었다. 
5월 3일 퀸즈 리틀넥에 위치한 친

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에서 열
린 이날 행사에는 인종혐오 범죄 
대응책을 소개하는 심포지움도 함
께 열렸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이민
자보호교회는 동참을 선언한 교회
의 수가 99개로 늘어났으며, 오는 7
월에는 워싱턴 DC에서 이민자보호
교회 전국 연합대회를 열고 전국
의 한인 밀집 도시로 활동을 확대
할 계획이다. 조원태 위원장(뉴욕
우리교회)은 “성직자, 법률인, 교인
은 물론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함
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를 만들고자 한다”며, “힘들고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겠다”
고 말했다. 이민자보호교회 선언문
이 낭독 순서에서 이만호 뉴욕교
협 회장과 윤명호 뉴저지교협 회장, 

커네티컷한인목사회 조상숙 회장이 
대표 낭독 했으며,  낭독문에는 ‘서
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행동 지침
을 만들어 모든 교회와 커뮤니티에 
알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민자
들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할 것’,  ‘
긴급 기도회의 날을 지정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설명회를 열어 더 
많은 교회들이 이민자보호교회 운
동에 동참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
을 담고 있다. 이민자 대상 혐오범
죄 대응책 심포지엄에서는 최영수 
변호사가 본인이 제작한 ‘인종차별’
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소개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인종간 
갈등과 차별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
로 치닫고 있다”며 “한인들이 인종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청
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
혜자를 위한 기금 모금 순서도 마
련됐다. 이날 모아진 기금은 드리
머(Dreamer) 지원 활동에 쓰인다.

이민자 보호교회 1주년 감사예배

기적의 이온칼슘 활성제 
▶ 뼈를 생성합니다. ▶ 면역체계를 강화시킵니다. 

▶ 관절을 강화시킵니다. ▶ 통증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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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
여 30여 명의 노인들을 초청하
여 1일(화) 오전 11시 LA 한인
타운의 만리장성에서 감사예배를 
열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 하는 이날 

예배에서 박모세 목사의 인도, 김
명숙 전도사의 개회 기도에 이어 
박모세 목사가 마태복음 12장 46
절-50절을 본문으로 ‘누가 내 가
족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
다. 박 목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
하여 경로잔치를 하게 되어 감사
한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해마다 모이는 수가 적어지고 있
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을 이
룩하시기를 기원한다”면서, “가
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
지고 있다. 가정 위에 교회가 세
워졌는데 가정이 무너지니 교회
가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
다.”고 경고했다.
박 목사는 “오늘 성경 본문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

지의 뜻대로 하는자가 내 형제
요, 자매요, 어머니 니라’고 했다. 
기도하고 전도하자. 성화하자. 하
나님의 뜻은 선행이다”고 강조했
다. 선교회 측은 예배 후 참석자
에게 선물을 각각 나누어주고, 점
식 식사를 대접하며 친교의 시간
을 가졌다. LA 한인타운에 위치
한 실로암장애인선교회는 1999년 
박모세 목사 가정에서 4명의 이
사와 2명의 고문으로 시작한 미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등록된 비
영리 기독교단체이다. ‘사랑의 휠
체어 보내기’를 대표 사역으로 
2018년 1월 기준 누적 개수 1만 
1천여대의 휠체어와 4만 8천 점
의 의료보조기구를 13개국 약 6
만여명의 세계 장애인에게 기증
해왔다.(주소 2869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 전화 
+1-323-731-7724 E-mail: shalom-
min@hotmail.com)

LA 샬롬장애인선교회 경로잔치

▲경로잔치 감사예배 후 친교의 모습

서부뉴스

“하나님나라가 세워지려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제38
회 청년연합집회가 ‘그리스도인’
이란 주제로 5월 5일부터 6일까
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
사) 월드프레이어센터에서 열렸
다. 은혜한인교회 청년부 찬양팀
의 찬양인도로 뜨겁게 시작된 둘
째 날 집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강
대형 목사(수지 선한목자교회)는 
‘이민생활 속에 처한 상처가 회복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
사를 기도 가운데 성령가운데 역
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
능력으로 깊은 곳에 주 향한 사

랑 믿음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란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했다. 
사도행전 11:26을 본문으로 말씀
을 선포한 강 목사는 “그리스도인
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한 뒤 
“갈 2:20에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
고 나를 주장하는것이 아닌, 내안
에 그리스도만 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머무는 사람이 그리스
도인”이라 말했다. 
강 목사는 “신앙의 침체기가 오

고 시험에 드는 것은 내가 그리스
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물러나
서이다”라며 “예배의 본질은 예배

자의 중심에 예수그리스도가 왕이 
된 상태이다. 감옥이나 광야를 비
롯하여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임재할 때이며,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이 땅에 온전한 하

나님나라가 세워지려면 우리들 안
에 먼저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 주님은 
많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 꿈
을 꾸는 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
인의 정체성 그것에 목말라하고 
그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한사람
을 통해 주님께서는 부흥의 역사
를 이루어주신다. 오직 주님이 원
하시는 기준을 붙잡고 나아가자. 
부흥을 갈망하자. 우리 안에 무너
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위한 군대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
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가정
과 교회에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창호 기자]

강대형 목사 초청 HYM 청년연합집회 개최

▲은혜한인교회 원로목사 부부초청행사가 열려 70세 이상 성도 350명이 모인 모습

은혜한인교회 원로목사 부부 초청 행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5월 

8일 10시 30분, 교회 친교실에서 남
가주와 OC 원로목사 부부 그리고 70
세 이상 성도 350여명을 모시고 은혜 
경로잔치를 열어 감사와 위로의 시
간을 가졌다. 1부 순서는 감사의 예
배를 드렸으며, 한기홍 목사가 설교
를 했다. 룻기 1:15-18절을 본문으로 
한 목사는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
를 축복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을 전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삶을 함께
하며 공경하고 섬겨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예수님 족보의 반열에 올랐던 
은혜를 누린 것 처럼, 부모를 공경하
여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고 하였고,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
이 희생하며 헌신하신 부모의 노고
와 은혜에 감사를 전한다”고 마쳤다.

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 이범중 목
사와 OC 원로목사회 회장 임흥순 
목사가 각각 대표기도와 축도를 맡
아 진행 하였고, 2부와 3부 순서로
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를 나누
었고, 특별히 영 김 연방하원의원 후
보자가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이어
서 국악 무용팀, 드럼 연주, 라인 댄
스, 국제 찬양 율동 선교대학의 무용
과 은혜평생대학(은혜 시니어스쿨) 
밴드팀의 공연 등을 감상하며 행복
한 시간을 가졌다. 행사 후에는 푸짐
한 선물과 경품 추첨을 통하여 즐거
움을 더하였다.
은혜교회 측은 “어른을 공경하고 

신앙의 멘토인 원로목사님들을 변함
없이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 우리 교회의 핵심가치이다”고 설
명했다.

▲HYM 청년집회를 마친 참가자들

▲ 사우스베이목사회 5월 정기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5월 정기 예배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회장 안병권 목
사)는 5월 정기 예배를 9일 오전 8시 가
디나선교교회(이호민 목사)에서 드리고, 
목회자 간 친교를 나눴다.
회장 안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 

이상훈 목사(주비전교회)가 대표로 기도
하고 강태광 목사가 설교 했다.
강 목사는 사도행전8장 26절-40절을 

본문으로 ‘행복을 주는 사역자’라는 제
목의 설교에서 “학교 동창의 모임은 힘 
있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자리인데, 
목회자 모임은 상처를 입고 헌신적인 목
회자가 주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회자 
여러분들의 선교지 교회에 기쁨이 충만
하기를 기원한다”고 시작했다.
강 목사는 “본문에서 빌립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우리가 능력있고 기쁨이 
있는 사역을 바라기는 쉬워도 실행하기
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는 사
역을 바라는 사역이 기쁨이 충만한 사역
이다. 목회자 사역의 현장에 기쁨이 없
다면 성령께서 동행하고 있는지 살펴봐
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배는 김병용 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참가자들은 가디나선교교회에서 준비한 
아침 식사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
졌다.
한편 사우스베이 목사회는 원로 목사

회 회원을 접대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9
월 30일(주일) 오후 5시 30분 지역교회들
이 참여하는 연합성가제를 준비하고 있
다. [김창호 기자]

▲GMU 채플예배 중 무용애호가들과 교수 및 학생들의 공연 모습 

GMU 채플 예배 
‘춤으로 받으소서’ 성대하게 열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손문미 
교수와 LA 아르곤선교무용단이 주
최한 채플 예배가 5월 8일(화) 오후 
7시 그레이스 미션 미라클 센터에서 
열렸다.
무용 애호가들과 교수 및 학생 2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완 학장
이 사회를 하고, 김철민 장로(CMFM 

대표)가 대표로 기도 했다.
프로그램은 1)예수님이 좋은 걸 2)

주가 나를 일으키신다 3)이날은 주가 
지은 날 4)아리랑 찬송 5)메마른 뼈들
에 생기를 6)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
람 7)거룩한 성전 8저 성벽을 향해 등
의 순서로 진행 되었다.
한편 손문미 교수는 CMFM 선교원

에서 무용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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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열며
2. 감옥생활의 시작
3. 은총의 표적
4. 고난의 날들
5. 고난 가운데의 축복
6.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7. 글을 닫으며  

1. 글을 열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

하려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을, 예수님의 자리에 
김정일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땅
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복음 그 자체를 전하

고, 어떤 이들은 선한 업적들을 통
하여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어
떤 이들은 복음을 무기이자 목적으
로 사람들을 탈출시켜내기도 한다. 
그러다가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었
으며, 어떤 이들은 억류되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이들은 억류된 생
활에서 풀려나 자신들의 경험을 세
계와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복음을 전하고자 북한으로 들어

가서 735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
려난 케네스 배 선교사는 이런 일
화를 전하고 있다. 취조 과정에서 
“아니, 제가 국가전복음모내란죄라
니요? 고아원 하나 지으려다가 그
것도 아직 못지은 상태에서 어떻
게 국가를 전복시킵니까? 하나님도 
안믿는 분들이 왜 기도와 예배의 
힘은 그렇게나 믿으십니까? 외부의 
기독교인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취
조하던 북한간부는 이렇게 답했다. 
“생각해보시오. 당신네가 고아원을 
세워서 그 안에서 한 명을 예수믿
게 만들면, 그 한명이 돌아서서 열
명을 예수믿게 만들테고, 그러면 그 
열명이 백명이 되고 그 백명이 만
명이 되는 건 순식간 아니겠습네
까? 미국 핵무기는 무섭지 않습네
다만 당신네 기독교 바이러스는 이
렇게 무서운 겁네다. 바로 그게 조
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위협하는 
죄, 국가전복음모내란죄 중에서 제
일로 큰 게 아니고 뭐갔습네까?”

  세계의 정세는 예측의 속도 이
상으로 빨라져서 급변하고 있다. 얼
마 전 북한에 억류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풀려났다. 이어 현재 
억류되어있는 한국인 6명에 대한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급
속한 변화의 물결에 어쩌면 이 신
문이 독자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
는 이미 풀려나 이 문장은 더 이상 
뉴스(news)가 아니라 올스(olds)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시
점에 임현수 목사의 북한 억류와 
석방 경험기는 우리 독자들에게 어
떠한 메시지를 던져줄 것인가. 읽는 
이의 몫이다. 

2. 감옥생활의 시작
  임목사와 북한의 인연은 1996

년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작 이후
로 시작되었다. 북한이 캐나다로 도
움을 요청했고, 캐나다인 5명이 대
표단으로 추천 및 선정이 되어 평
안북도 구장군으로 첫 방문을 하
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을 하는 북
한 주민들의 실상은 처참했다. 탁
아소를 갔더니 그나마 건강 상태
가 좋다(?)는 뼈만 앙상하고 복수
가 찬 아이들 몇이 앉아 있고 가정
을 방문했더니 강냉이 한주먹과 풀
을 잔뜩 넣어 끓인 것을 먹으며 간
신히 연명한 노인과 심지어 장정들
이 누워있었다. 마을을 지날 땐, 이
천오백명이, 혹은 그 이상이 탄광에
서 몰살해서 죽었다는 소문을 심심
찮게 들을 수 있었다. 임목사는 그
러한 실상에 아파하며 그때로부터 
150번을 방문하며 350명의 고아들
을 돕고, 양로원 7개를 설립하고 수
만톤의 양식을 공급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받게 된 것은 사형이
었다. 국가전복음모내란죄가 그 죄
명이었다. 이후 재판을 통해서 무
기노동교화형이라는 종신형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드디어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북한 주민의 고난에 
직접 동참하는 자로써의 삶을 시작
하게 된다. 

3. 은총의 표적
  시편기자는 86편 17절에서 ‘은

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
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
고 위로하시는 자시니이다’라고 간
구하고 고백하고 있다. 임목사 역
시 감옥생활에 앞서 은총의 표적을 
구하였고 하나의 선명한 꿈을 꾸게 
된다. 경고조치로 풀어줄거라는 그
의 예측은 매우 빗나가 사형을 언
도받은 날 꾼 꿈이다. 그는 2년 6
개월이라는 고난의 날 동안 그 꿈
을 은총의 표적으로 붙들고 지낸다. 
  몹시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

다. 마치 얼굴이 사람 같기도 하고 
돼지 같기도 하였다. 침을 질질 흘
리며 뭘 끊임없이 먹는 듯 입을 우
물거리고 있는데 침을 줄줄 흘리며 
끊임없이 먹이를 찾는 듯 하였다. 
임목사는 마치 그 입에서 내뱉아진 
것과 같이 그 호랑이 앞에 서게 되
었다. 그놈은 자신을 충분히 먹어 
삼킬 수도 있는데 먹어치우지는 않
기에 임목사는 서서히 조심히 뒷걸
음질치며 도망을 한다. 시커먼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뭔가 
보이는 듯 하더니 들어갈수록 깜깜
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칠흑같은 어둠속에 있을 때 예수님
의 손이 나타나 자신을 땅위로 끌
어올리셨다. 땅 위에 나와있는 자신
은 금과 붉은 색을 띈 두꺼비 형상

이었고, 서 있는 땅은 평화로이 흐
르는 강 줄기 사이에 있는 삼각지
와 같은 땅이었다. 메시지가 들려왔
다. ‘이제는 자유롭게 네 사역을 마
음껏 펼치어라.’
  임목사는 이 꿈을 꾸고 나서 주

님의 손이 자신을 건져내신다는 것
은 오직 주님의 주권만으로 일들
이 행하여진다는 메시지라고 깨달
았다. 또한 캐나다에서 30년 사역
을 하기 이전 한국에서 CCC간사로 
활동하던 때에 청년들이 자신에게 
두꺼비간사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던 
것을 불현듯 회상하며, 부활하신 예
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
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는 옛 이름을 부르시며 새
로이 쓰시기 시작하셨던 것과 같이 
자신을 두꺼비로 명하시며 새로이 

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간사시절, 그는 24시간을 깨어 기도
하고 전도했었다. 

4. 고난의 날들
  재판 후 이송된 곳에서는 50여

명이 오직 임목사 한명을 감시하는 
체제였다. 죄수라고는 오직 임목사 
한 명 뿐이었고, 그 누구하나 대화
할 이도 없고, 있어도 대화조차 금
지되어 오직 수많은 종류의 개미들
과 풀벌레만이 그와 의사소통을 할 
뿐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24시간 
카메라로 감시하는데 방안에는 세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밤에는 적
외선카메라로 촬영했다. 극심한 가
난에 시달리는 북한이라고는 생각
할 수 없는 고품질의 감시카메라였
다. 그래서 그가 설사를 하는지 마
른 똥을 누는지조차 다 알고 관리
하였다. 하루는 소장이 임목사를 한
밤중에 찾아왔다. 3일동안 29번의 
설사를 시작으로 3개월을 연이어 
설사를 하며 수척해진 그를 이상히 
여겼기때문이었다. 이유를 묻자 임
목사는 사실을 말했다. 설사가 나도 
일을 해야하니 먹는 것을 멈출 수
는 없고 먹고 쏟아내고를 계속 반
복하는 중인데, 이는 악독한 언어
폭력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두 명의 
보초가 있어서 아마도 그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고 했더니 소장은 바로 이튿날부터 
그 두 명과 분리시켜주었고 신기하
게도 그와 동시에 설사는 멈추었다. 
  영하 25도의 땅에서 언 땅을 깨

야했다. 언 땅을 깨는 쉽지 않은 노
동을 하다보면 위에서는 땀이 비오
듯 나서 웃통을 벗어야했는데, 발은 
양말 네 개를 신고 비닐을 그 위에 
덮어 신고 겨울신발을 신어도 동상
에 걸려 고통 받던 때였다.  
  석탄창고에서 언 석탄을 꺼내

는 작업도 이어졌다. 시커멓게 묻은 
석탄은 오싹하니 찬물로 아무리 씻
어내도 지워지지도 않고, 석탄창고 
안에서 일하다가 가스를 먹고 쓰러
지면 밖으로 끌려나와 김칫국물 한 
사발 들이키고 이불에 둘둘 말려 
실려가서 있다가 정신이 차려지면 
다시 석탄창고로 투입되던 때였다. 

  그렇다고 노동을 끝낸 한밤중
에 곯아떨어져 잠을 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 감옥안의 유일
한 죄수인 임목사의 목숨이 끊어
지면 안되었기에 보초들은 밤새 한 
시간마다 와서 그를 깨워 생사를 
확인했다. 
  한미동맹군사훈련 등이 있는 때

쯤에 박해는 더욱 심해진다. 그래
서 임목사는 웜비어 청년의 고통을 
더욱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
십 년을 거쳐 북한 전체가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응축시키고 또 응축
시켜 그 독기는 서슬퍼런데 그것을 
미국인 어린 청년 하나에게 쏟아부
으니 그가 생명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고 한다.  
 그런데 임목사가 겪은 이러한 생

활이 바로 일반 북한 주민들 수준
의 노동일뿐이라고 그는 전했다. 복
음을 전하고 선교사업을 하던 이들
이 감옥에 갇혀 형벌을 받을 때는 
그가 겪은 노동의 3배나 되는 강도
의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고통의 수감생활을 겪으면 보통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만다는 것이다. 
  고통가운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변치 않았다. ‘나
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북한 억류 임현수 목사의 감옥생활 이야기 

<1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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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임현수 목사의 감옥생활 이야기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
욥기23:10).’ 아무리 형이 줄어도 15
년 이하로 내려갈 리는 없다는 말에 
절망이 되어 더욱 더욱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 2:3)’였다. 임목사
를 위해 애타게 기도하던 이동욱 목
사님은 서신으로 ‘봄의 교향곡을 함
께 들읍시다’ 하였지만, 감옥에 봄
은 와도 희소식은 오질 않았다. 
  
5. 고난 가운데의 축복 
  하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

는 시간이었다. 
세상에 살다보니 아무리 경건코자

하여도 여러 가지 죄악들에 노출이 
되고 또 그 죄악에 종노릇하게 될 
때가 많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고통
의 격리된 생활가운데 그는 어떤 죄
에 대한 생각조차 품을 여지가 없
었고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헤아리며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다. 
혁띠를 풀어놓듯 안일한 마음 한 번 
가져본 적 없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시간이었다. 
  둘, 믿음에 대한 살아있는 응답

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밭일을 하고 

노동일을 하던 그는 ‘하나님, 하나
님을 시험해서가 아닙니다. 바람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그 
기도에 마침표를 찍기도 전에 바로 
직전까지 오른편 산에 나무하나 흔
들림이 없고 왼편 산에 나뭇가지 하
나 흔들리지 않던 찜통 골짜기에 대
형선풍기를 틀어 놓은듯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경험이 수십차례였다. 행복의 감사
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곧 자신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북한 주민
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나는 요나
가 아닌가 하는 성찰을 하기도 한
다.  바람을 즉시 주시던 하나님께
서는 임목사가 ‘주님 평안함을 주세

요’라고 기도하면 그 즉시 마음안에 
평안함을 가득 채우시기도 하였다. 
 아무 온기도 없는 회색벽과 철조

망으로 둘러 쌓인 그 장소에서 어
느 아침에는 귀여운 새 한 마리가 
창가에 찾아와 앉아 노래하더니 캐
나다 대사관에서 면회를 오고 또 다
른 어느 날은 그 새인지 다른 새인
지 분간할 길 없으나, 한 마리 새가 
또 찾아와 노래하더니 스웨덴 대사
관에서 면회를 오고, 하이라이트를 

미리 밝히자면 어느 날 아침은 여러
마리 새들이 창가에 함께들 모여와 
앉더니 합창을 했고, 그날은 임목사 
귀에 석방소식이 담겼다. 
  셋, 재산을 증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통의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해 

쓰러진 그를 병원에 2개월씩 세 번
을 병원에 입원시켜주었다. 그곳에 
성경까지 허용해주는 특별한 은혜
를 얻게 되었다. 그 기간을 비롯하
여 노동의 기간 동안에 임목사는 수

천에 해당하는 성경구절을 암송하
게 되었고 지난 날 공부하고 연구하
던 모든 것들을 강의안으로 정리하
여 암기하였는데 그 강의안이 700여
개에 달했다.
  넷, 모순된 재판으로 예수님 삶

을 더욱 헤아리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한다고 18년동안 150

번을 애써 다녔던 북한에서 자기에
게 고맙다는 커녕 형을 내리는 이런 
모순된 재판 속에는 그는 억울함에 

몸부림을 쳤다. 그런데 그와는 비교
도 안되는 모순된 재판 가운데 침뱉
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재판장에 
서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 
재판에 비하니 본인의 억울함은 억
울함이 아니었고 본인의 고통스러
움은 고통이 아니었다.  
  다섯, 빛나는 스펙을 만드는 기

간이었다.
 요셉. 예레미야. 다니엘. 이 외에

도 많은 이들이 감옥출신이었다. 수
없이 많은 매를 맞으며 복음을 전

했던 바울 역시 수없이 갇혔던 감옥
출신이었다. 훌륭하다 손꼽는 이들
은 어김없이 감옥출신이었다는 것
을 농담섞듯 웃으며 말하는 임목사
는 빛나는 훈장을 받은 듯한 자랑스
러움을 감추지 못해하면서 이제와
서는 자신을 가두었던 자들과 괴롭
히던 자들과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조차 용서했고 현재 사랑한다는 고
백을 했다. 

6.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임목사를 석방시키려는 노력들

은 가히 많았다. 캐나다 당국에서 
애를 썼고, 미국 역시 그러하였고, 
한국 역시 그러하였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역시 애를 썼고 심지
어 북한의 서열 10위 안에 드는 누
군가들도 극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갔
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
다. 앞서 밝혔듯이 그 날 아침 수
감된 방 창가에는 여러마리 새들이 
모여와 합창한 날이었다. 북한에서

는 무언가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되
지 않고서 글을 발표하는 경우가 없
는데 그 날은 임목사를 불러내더니 
다짜고짜 다듬어지지도 않은 문체
로 ‘카나다국민 임현수를 놓아준다’
고 발표를 했다. ‘추방한다’는 표현
을 썼다면 10년을 북한으로 못 들어
가는데 이런 표현이 없었다는 것을 
임목사는 짚으며 이야기를 했다. 캐
나다 특사들은 그 발표 이후에도 긴
장을 전혀 풀지 않으며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탈 때까지는 모든 것 조심

합시다’라고 말하고 수도없이 두리
번거리며 조심 또 조심했다. 마침내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자 그들은 문
자 그대로 만세를 외쳤다. 
그 비행기는 토론토공항과 오타와

공항에 가득히 모인 기자들을 따돌
리고 보안으로 인해 미군공항에 도
착했다. 그 이후 임목사를 찾아온 
이들은 대부분이 두 부류에 속하였
는데 2년6개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임목사의 석방을 위해 하나님
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기도의 응답
을 받은 이들과 북한 선교에 비전
과 소명을 품고 있는 다수의 젊은
이들이었다.  이 석방에 대하여 임
목사는 수많은 힘 있다 하는 사람들
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
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
서 석방시키셨음을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고 떼를 써서 하나님께서 본래 
뜻을 돌이키시고 마지못해 응답하
셔서 사울왕을 허락하셨던 것과 같
은 상황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
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좋

고 아름답다고 말한다. 아울러 그는 
석방 이후의 생애는 하나님의 극상
품 포도가 되는 삶만을 살 것을 다
짐하고 있다. 

7. 글을 닫으며
  통일한국리더십아카데미 이호 

목사에 따르면 20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기간에 3천에서 7천으로 통계
되던 북한의 기독교인구가 현재 20
만명이되었다 한다. 성경을 전하기 
위해 막대기에 똥을 묻혀 먹여도 

그것을 입으로 받아먹으며 미친사
람노릇을 하던 북한주민기독교인이 
있던 시대에서 이제는 북한의 장마
당에서 왜 쉬운성경 안팔고 개역
성경을 아직도 파냐고 따지고 드
는 시대로 변화가 되었다 한다. 이
러한 변화 가운데는 어떤 정황이 
놓여있는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처
참한 고통의 상황에서 먹을 것 찾
아 강을 건너온 북한주민들과 기도
의 응답으로 전세계에서 흩어져 기
도하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
적 우연가운데 만주땅에서 만나 복
음전파에 불이붙기 시작했다고 한
다. 사람의 눈에는 아이러니 하기
만 하다. 극심한 고난의 정황가운
데 복음전파에 불이 붙다니. 세계인
구의 귀와 눈이 떠지게 하는 북한
의 반전의 행보는 하나님의 역사책
에서 어떤 결말을 그려낼것인지 예
측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
정하신 각자의 길에서 하나님의 주
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길을 잃지 않
고 전진할 뿐이다. [문석진기자, 김
혜진 인턴기자]

종합뉴스

<11면 기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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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라틴 아메리카에서 20년째 
삶을 살다보니 제가 50% 정도는 현지
인이 된듯합니다. 그 동안  선교지는 
저에게 복된 사역을 하는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가지 시행 착오도 있
었으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배우
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 이
제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음을 감
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
를 대비하며 선교지에서 장래의 지도
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데는 상
당한 도전이있습니다.  우선 선생님들
을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육방법에 익
숙하게 TRAIN 해야하고,  그에  교
실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DIGITAL 기
기들을(Computers 등 ICT 기기) 준비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학교의 학생들을 
볼때 마다 잘 배우며, 행복하게 커가는 
그들이  우리에게 보람을 느끼게 합니
다. 3년 동안 생명수 교회에서 사역하
던 Manolo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

게 되었습니다. 생명수교회에 함께 있
던 몇 가정의 성도들이 함께  Manolo 
목사의 개척사역으로 섬기게 되 감사
를 드립니다.  개척사역에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수교회는 
새로운 교역자를 하나님이 보내 주시
기를 기도하며, 찾는 Process 에 있습
니다.  생명수 교회는 더욱 생명찬 사
역을 위해 전진할것입니다.  오랫 동
안 진행해온 교실 건축공사를 하나님
의 은혜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
도제목을 드립니다
1. 생명수 학교에 새로운 교육방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2. 선교센타의 모든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부서에서  복되고 충실하기를
3. 생명수 교회에 일꾼들이 잘 서가

기를
PS. 함께 사역하던 안진찬 선교사님

이 사역의 확대로 독립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과테말라 선교소식
장흥호 장미혜선교사

▲생명수교회 생명수학교, 장흥호 장미혜 선교사

지난 주 수요일(4월18일)부터 그
동안 억눌려 왔던 정부에 대한 반
감이 연금법 개정을 이유로 10일간 
전국 주요 도시마다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정부의 TV 방송국 5곳 송출 
중단, 우파 라디오 방송국 방화, 여
러 건물의 방화와 정부 사주로 인한 
월마트등 슈퍼마켓 15 곳 약탈등으
로 혼란이 심화되었습니다.
경찰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

한 정부 친위대의 강제 진압과 무

차별 폭력으로 얼룩져서 상설인권
위원회(CPDH) 니카라과인권센터
(Cenidh) 니카라과인권협회(AN-
PDH)등의 집계에 따르면 4월26일
까지 63명 사망, 15명 실종, 200 여
명 부상, 200 여명 구속되는 안타까
운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월요일인 22일 전국에서  약 100

만명에 육박한 시민, 학생들이 참가
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4.19 
대학생 운동으로 명명한 대학생들

이 희생자들을 위해 25-27일까지 3
일간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
이 이에 호응하여 평화적인 시위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소강 국면에 
접어 들었습니다. 정부와의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방송 송출 정
상화, 구속자 석방, 평화적인 시위 
보장 요구들은 이튿날인 23일 이루
어져 곧 정부와 종교, 사회단체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뚜렷한 협상 일정이 발표되

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은 지난 24일 대사관 

가족을 비롯하여 미국인들의 출국
을 종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사
관을 비롯한 다른 대사관의 움직임
을 아직 관망세입니다. 
저도 18일인 수요일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제게 물어오는 상황에 
이 시위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
하고 보다 긴밀한 소식 나눔을 위해 
‘니카라과를 위한 기도방’ 이란 카
톡방을 개설하여 선교사간에 실시
간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01년에 시유지를 기

증받아 개척한 마사야제일장로교회
의 경우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
회를 빼앗아 카톨릭 성당으로 만들
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 대토를 매
입하고 대토에 세울 지역 센터 건축
에 필요한 15,000불을 시에 기부, 대
지를 시와 정식으로 교환하여 법적
으로 완전한  장로교회 법인 소유
로 3 년 전 등기 완료한 바 있습니
다만 이 기회에 교회를 불질러 버

리겠다는 일부 좌파의 위협에 교인
들이 금식하며 교대로 성전을 지켜
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에서 선교 사무실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현지 목
회자들과 교우들이 사무실로 가는 
길에도 여전히 바리케이트가 처져 
있어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또 마사
야 지역에 많이 알려져 있기에 가급
적 사무실에도 나오지 말고 외출하
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바라기는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

린 정부와 교계, 사회단체장 회담
을 통해 평화롭고 자유로운 민주화
와 정의가 이 땅에 앞당겨 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어제부터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더 
상황을 지켜봐야할듯 합니다. 니카
라과와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고맙습니다.
4월 30일 니카라과에서 이동홍 드

림

니카라과가 많이 아픕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니카라과의 반정부 전국적 시위 모습

반정부 전국적 시위 

교회 방화 위협받기도

종합뉴스

캘리포니아 토렌스에 위치한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 성도들이 4월 10일~16일까지 부평감리
교회 목회 연수를 다녀왔다. 
박성규 목사를 비롯한 27명의 장로, 권사, 집사들

은 임진각, 양화진, 부평감리교회, 광림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등을 탐방 했으며, 새벽기도 부흥, 지
역사회 섬김, 선교의 열정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
졌다. 돌아온 후에는 4월 30일 새벽부터 전교인 30
분 새벽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어 많은 성도들이 참
가하고 있다.
임진각을 방문한 참가자들은 통일전망대에서 460m 

앞 북한 땅과 주민들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눈물
로 “주여! 십자가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 되게하여 주

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다.
박성규 목사는 “부흥회 하는 곳 마다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받은 한국을 선포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라도 위기 속의 조국을 위해 회개
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한국은 반드시 십자가 복음
으로 통일되어 보병의 나라로 성장할 것이며, 미국
은 포병의 나라가 되어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할 때 
대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외칠 때 놀
라운 성령의 역사, 미스바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
다.”고 간증 했다.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 주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전화 (310) 325-4020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방문한 주님세운교회 성도들

주님세운교회 한국 선교여행
부평감리교회 목회연수, 임진각, 양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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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술은 밖에서 사
가지고 오면 되는데요.”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8

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축
제가 열린 세종대에서 주
점을 하는 각 단과대는 미
리 제작해둔 홍보용 현수
막과 메뉴판에서 맥주, 소
주 등 주류 항목을 모두 
지우는 대신 “외부에서 가
져오는 것은 괜찮아요”라
고 써두었다. 술을 팔지만 
못할 뿐, 주류 반입을 막지
는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국세청은 대학

가 축제를 앞두고 각 대학
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통해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에 한 학생은 “귀찮

기만 할 뿐, 저번 축제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밖에
서 사오는 게 더 싸고 축제를 방해

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회에 대학가 

축제에서 술 마시는 문화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
었다. 중앙대 양모(20)씨는 “‘
술 없는 축제’를 환영한다”며 
“비싼 값에 술 사오는 학생들
이 많지 않을 것이고 그럼 난
동 부리는 취객도 없는 진짜 
대학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음

주문화에는 관대한 이상한 나
라”, “음주폭행 음주운전은 
처벌 강화해야한다”, “폭탄주 
만드는걸 자랑으로 내보내는 
티비, 예능”, ”주취 중 일어나
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꼭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음주문화
에 대한 반대 의견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김상문 한방의료
선교사, CITS 방문

- 한방 의학, CITS 중독사역과

접목방안 추진

 - 세계 각국에 중독 

한방의료선교 계획 논의해.

대학 축제 술판매 금지에도 여전히 ‘술판’

지난19일 싱가폴 선교사 정지
태 목사와, 세계 각국에서 한방
의료선교를 하는 김상문 목사는 
한국 CITS 서울 본부를 방문하
여 새움교회에서 운영하는 선
교관과 협동조합 사무실을 둘
러 보았다.
김상문 목사는 CITS대표 김

도형목사와 함께 오찬을 나누
며 중독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
방의 의학적 견해와 중독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의학적 효
과에 대한 설명과 CITS 중독사
역과의 접목방안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게 나눴다.
중독치유 전문 기독교 기관인 

CITS는 이미 세계에서 임상적
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한의학적 
기술들과 방법 등을 접목하여 
날로 더 심각해져가는 중독치유 
문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향
후 인류의 중독문제 해결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여 계속해서 중독 사역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싱가폴선교사 정지태목사와 

CITS대표 김도형목사는 6월에 
시행될 방글라데시 신학교 중독
전문 교육에 대한 일정과 교육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교육부·국세청 주류 판매금지하자 오히려 외부 술 반입 늘어

지난 28일 CITS 국제중독치유
방송은 CBSN 방송국 문석진 사
장을 초청해 스탭들을 대상으로 
제 5차 방송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뉴욕기독교방송 문석진 목사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국제중독
치유전문 방송국을 운영할 담당
자들을 대상으로 ‘중독방송에 대
한 전반적 이해와 기능’에 대해 
교육하는 특강을 5회에 걸쳐 진
행했다. 강의는 프로그램 편성의 

개념, 조직구성, 뉴스 및 프로그
램 제작 등 방송에 필요한 전반적
인 것들로 진행됐다.
문 사장은 “짧은 시간이 지났음

에도 프로그램마다 놀라운 발전
이 있었다”면서 “꾸준히 방송을 
올리다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청자들이 늘어나게 되
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운
영자들을 격려했다.
 CITS 국제중독치유방송은 기

독교국제금주학교가 중독 치유를 
위한 말씀과 전문 컬럼을 비롯해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과 치
유과정을 담은 인터뷰 등의 프로
그램을 24시간 방송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찬양

을 잊은 그대에게’ ‘성경낭독’ ‘

하나님의 아이들’ ‘복음의 기적’ 
‘CITS가 만난 사람’ ‘CITS뉴스’ 
‘CITS칼럼’ ‘중독교육’ ‘생명의 
말씀’ ‘English Bible 5분 생수’ ‘
주간 중독전문게시판’ 등이 있다.
한편 김도형 목사는 “앞으로 뉴

욕에도 중독치유방송을 세울 것”
이라며, “전 세계 숨어있는 중독
자와 가족들, 이외의 소외된 백 
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
이라고 향후 방송국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중독치유방송은 모바일 어

플 또는 웹으로 청취할 수 있
다. 안드로이드폰 : 플레이스토
어-”중독치유방송”검색, 아이폰 
: http://radio.cits.kr 접속 가능
하다.

CITS방송, 5차 ‘방송국 운영 노하우’ 특강 진행
- 뉴욕기독교방송(CBSN) 문석진 대표 강의로 진행

▲ CBSN 문석진 사장의 특강 모습

▲ S대 축제 현장

중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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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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도의 음주 허용 지지자들과 
절대 금주에 대한 지지자들
성경은 음주에 관하여 어떻게 가

르치는가? 하나님께서는 주정음료
를 적당히 마시는 것을 승인하셨는
가? 하나님께서는 주정음료를 불
허셨지만 과거에 인간의 실패로 인
하여(마19:8) 이혼을 허락하셨듯이 
술 마시는 것도 허용하셨는가? 아
니면 불변하게 처음부터 성도의 주
정음료 마심을 절대적으로 금하셨
는가? 이 세 가지 질문들은 음주 
문제에 관하여 분명하게 표명된 세 
가지 다른 입장을 나타내어 준다.
이 세 가지 입장을 적당론자

(moderationist) 자제론자(ab-
stentionist) 절대 금주론자(pro-
hibitionist)로 나누어 정리해 본
다. (크리스천과 술 pp18-21 사무
엘레 바키오키박사 저 안교신 역 (
빛과 소리 1993) 
적당론자(moderationist)
성도와 음주문제에 대한 적당론

자들의 주장은 부적당하게(남용 
등) 마시는 술은 성경이 정죄하지
만 적당히 마시는 것은 승인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포도 음료는 모두 발효된 것으로 
전제하며 성경은 포도주를 적당히 
즐기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오
히려 축복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성경으로는 멜

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것은 발효
된 포도주였고(창14:18-20) 속죄제

를 드릴 때 단위에 드리는 전제물 
포도주도 발효주이며(출29:40) 이
스라엘이 성전에 십일조를 가지고 
나와 여화와 앞에서 마신 것도 발
효 포도주(신14:26)라고 주장한다.
예수님께서 요2:1-11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 받는 것
을 보아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겼으
며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사용하신 
것이 바로 포도주이었고 원시 기
독교의 크리스천들이 성만찬에 사
용한 것도 발효된 포도주였다고 주
장한다.
대표적 인물들과 출판물들
-G. I. Williamson,  Wine in 

Bible and the Church (Phillips-
burg, New Jersey, 1979)
-Kenneth L. Gentry, The 

Christian and Alcoholic Beuer-
ages (Grand Rapids, 1986)
-Norman L. Geisler,  A 

Christian Perspective on Wine-
Drinking, Bibliotheca Sacra 
(January-March 1982)
술에 대한 적당론자들의 주장은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것은 물론 
술을 마시는 것조차 정죄하고 있
는 (레 10:8-11 ; 삿 13:3-4 ; 잠 
31:4, 5 ; 23:31 ; 20:1 ; 딤전 3:2. 
3)과 같은 절대 금주 명령의 성경
은 어떻게 해석을 할지 대단히 궁
금하다.
성도의 음주 적당론자들은 어쩌

면 술의 속성에 대해 무지한지도 

모르겠다. 수많은 알코올 중독 자
들이 아주 적은 한 잔 술로부터 시
작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술은 한 잔 술도 이상심리를 경험
하게 하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하고 양이 늘어가며 정신적, 신체
적 의존성을 가지게 하는 물질이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성
경을 음주 허용론으로 해석하지 못
했을 것이다.
자제론자(abstentionist)
많은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은 적

당론자들의 견해에 내재한 문제점
들을 인식하고 “자제 론의 견해”
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을 개진하였
다. 이 견해는 비록 하나님께서 성
경 시대에 주정음료를 적당히 마
시는 것을 승인하셨지만 오늘 날 
알코올과 연관된 많은 심각한 사
회적, 보건적 문제들로 인하여 크
리스천들이 알코올을 삼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제는 성

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문제가 아
니라 현 사회에서 알코올이 끼치
는 파괴적인 영향의 견지에서 자
발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
는 것은 성경윤리에서는 음주가 전
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사회윤리나 
생명윤리에서 음주를 자제해야 한
다는 것이다.
특히 빌리 그래함 같은 교회 지

도자는 절대 금주를 옹호하고 있

지만 성경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음주가 옳지 않다고 믿어서가 아니
라 술이 개인과 공중의 건강에 미
치는 해로운 영향을 들어서 반대한
다.(p14 크리스천과 술)
바로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

으로 많은 교회와 신자들은 알코
올 중독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
로 “故意(고의)의 죄”나 도덕적 타
락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질병문제, 
즉 의학적이며 생물학적, 또는 유
전적인 문제라고 여기게 하므로 “
당사자 무과실(no fault society)”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알코올 중
독 자 또는 약물 중독자들의 개인
적 자기 책임이나 죄책으로부터 면
죄부가 주어지게 되었다. (p15 크
리스천과 술)
대표적 주장자들과 출판물들
-빌리 그래함
-헤롤드 린젤 Harold Linsell, 

The World : The Flesh and the 
Deuil (Washington, D. C., 1973), 
8장.
-아놀드 컴 Arnold B. Come, 

Drinking : A Christian Position 
(Philadelphia, 1964)
(전)개혁 장로교의 복음주의 시

노드 교단 Paul R. Gilchrist, ed., 
“Study Committee on Bever-
age Use of Alcohol Report,” in 
Documents of Synod (Look-
out Mountain, TN: Reformed 
Evangelical Church, Evangeli-
cal Synod, 1982)pp. 19-23
절대 금주론자(prohibitionist)
절대 금주론 자들은 성경 상에 

있어서 포도주로 번역된 “오이노
스 οίνοί”를 포도즙과 포도주로 
둘 다 사용하는 용례를 들어 포도
즙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물
질로 규정하고 발효되어 알코올 성
분이 생긴 포도주는 거룩한 성도들
에게 불허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

게 있어 발효된 술은 도덕상, 건강
상, 관계상, 신앙상 모두 악한 영
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구
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금주를 

명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잠 20:1 
23:32 합 2:5, 15 사 5:11 5:22 잠 
4:17 31:6 )등을 유의하여 볼 필요
가 있다.
대표적 주장자들과 자료들
-로버트 티치아우트 (Robert P. 

Teachout) Wine: The Biblical 
Imperative : Total Abstinence 
(Published by the author, 1986)
-스테판 레이놀드 (Stephen 

M. Reynold) Alcohol and the 
Bible(Little Rock AR : The 
Challenge Press, 1983)
-어니스트 골든 (Earnest Gor-

don) Christ, the Apostles and 
Wine (Philadelphea, 1944)
-프레드릭 리즈 (Frederic 

Richard Lees) 도슨 번즈 (Daw-
son Burns) The Temperance
-Bible-Commentary (London 

1894)
-레온 필드 (Leon C. Field) 

Oinos: A Discussion of the Bi-
ble-Wine Question (New Yoyk, 
1883)
-윌리암 패톤 (William Patton) 

Bible Wines, Laws of Fermen-
tation (Oklahoma City, n.d.)(크
리스챤과 술, 사무엘레 바키오키 
저.  pp18-21. 빛과 소리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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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12 – 
성명 : 송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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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 : 서울 새움교회 청년
직업 : 신학생 
연락처 : 010-3304-2350
주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 1298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요!”
“식사는 하셨어요?”, “춥진 않으세

요?”.. 신학교 수업을 막 마치고 나
오는 하림씨는 예의 바르고 매너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과연 이 청년에
게는 어떤 삶의 밑거름이 있었을까 
생각해본다.
외동아들로 태어나 여느 가정과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 함께 살았다. 
어려서부터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술 마시고 들어와선 자고 있던 그를 
깨우고 존다고 때리고 헛소리한다고 
때리고 하는 모습이었고, 그는 이 세
상 모든 아빠들이 다 그러는 줄 알
고 자랐다. 물론 그렇다고 그 삶이 
당연하다거나 행복하다고 생각되진 
않았다. 오히려 저주스럽고 함께 있
는 하루하루가 괴로웠다. 중1때 친구
들이 담배를 가르쳐주었는데 구역질 
나면서 괴로웠지만 담배 필 때만큼
은 아버지가 술 먹고 괴롭히던 것이 
잠시라도 잊혀졌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한 담배는 하루 2갑씩 피워댔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까지 마시고 
다니는 생활을 하는 흔히 말하는 ‘비
행청소년’이 되어있었다.
송하림 학생은 그저 사랑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더욱 아버지에게 관

심을 받고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
현을 한다는 것이 세상에선 비행청
소년의 모습이었고, 그런 아들의 방
법은 아버지에게 그저 반항이라고 
밖에는 비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
들에게 망치로 위협하고, 토치로 책
가방을 태워버리며, 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 아니 죽어버리겠다 위협
과 겁을 주며 벗어날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은 하루하루 더 해갔다.
그러던 중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

었다. 친어머니라 알고 있던 어머니
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었
고, 세 살 때 이혼하여 기억조차 못
하는 친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 둘이나 되
는 어머니 중 어느 한 분도 곁에 계
시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알고 또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송하림 학생
은 두 어머니를 원망하기 보다 ‘오
죽하면 그랬을까…’ 알코올중독 아
버지와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
인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
린 나이에 어른들의 심정을 이해했
다는 것이다.
어느 날 아버지는 몸도 가눌 수 조

차 없는 상태까지 왔다. 그런 아버
지는 방황하는 비행청소년인 아들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
고, 친어머니, 새어머니 중 아들만이
라도 맡아 달라고 부탁 했다. 그 사
실을 알게 된 하림 학생은 ‘드디어 
해방이다!’ 그렇게도 소망하고 원했
던 아버지의 지옥 같은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
뻤고 어느 어머니에게 가게 되든 정
말 새 삶을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도 생기게 되었다. 겉모습은 어느 누
가 보아도 다 큰 성인 같고, 세상에
선 골칫거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로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평범한 
중학생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혹했다. 언제부

터였을까. 그렇게 싫어하고 저주하
던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버린 자신
을 받아줄 사람이 없던 것이다.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눈 앞에서 부모
라는 세 사람이 서로 자신을 키우
지 않겠다고 미루며 싸우는 모습을 
본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꼬
인 인생일까.. 
결국, 그렇게 부모에게 버림받아

진 그의 삶은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
주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다. 부모님
들의 상의 끝에 깊은 산속 영험 할 
것 같은 절에 맡겨지게 됐다. 그러나 
그는 버려진 인생을 비관하면서 어
딜 가서나 술을 마시고 깽판을 치고, 
돈을 훔치고, 폭력을 일삼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조차 쫓겨난 그는 자
신 스스로도 자신을 버리게 되었다.
그 때쯤, 친어머니는 그래도 자식

이라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 했
던 것인지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람
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 있다
고 그곳에 들어가 살라고 했고, 그는 
그런 어머니가 더욱 밉고 야속한 마
음이 들었다고 한다. 아니, 실제로는 
그런 어머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
로 육두문자를 퍼부어대며 화를 냈
다. 그곳에 가기 싫어서, 혹은 가장 
싫어하는 알코올중독자 취급을 받게 
되어서도 아니고,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어머니가 미웠기 때문이다. 그
래서 죽도록 가기 싫었지만 ‘사람답
게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는 말
이 가슴에 남아, 17살의 어린 나이로 
기독교국제금주학교를 가게 되었다. 
그곳의 4주 교육을 들으면서도 아

무렇지 않게 생각한 담배를 피다가 
걸렸는데,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속 
담배 따위 입에 물고 살꺼야?”라고 
호통을 치며 꾸짖으시는걸 보면서 
눈물이 왈칵 나왔다. 이분은 진정으
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아끼고 걱정해서 소리를 질러주시는 
구나 느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말했다. “하나님! 교육 중에 하나님
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만약 하나님
이 있다면 저를 이곳에서 내ί지 말아
주세요. 제발 이곳에 있게만 해주세
요. 만약 당신이 진짜 계시다면요!!!”
4주교육을 마치고 새움교회 공동

체 숙소에 와서 살았다. 그곳에선 
서로를 ‘식구’라고 불렀고, 정말 동
생도 있고 형도 있고 삼촌도 있고 
이모, 고모도 있는 대 식구와 같았
다. 함께 밥 먹고 일도 하고 공부하
며 예배를 드리는 삶은 외로울 겨를

이 없이 행복한 나날들만 이어져 갔
다. 그들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도 합
격했고, 평생 사례비 한번 받지 않
으시면서 알코올중독자와 그 가족들
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시는 목
사님을 보며, 저 목사님처럼 남을 위
해 사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비전
이라는 것을 처음 가져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군에서 신부전

증 진단을 받고 의가사제대를 하기 
전까지만 이었다. “정말 죽고싶었어
요. 내 삶에서 행복한 시간이 얼마
나 됐다고 또 고통의 시간을 주는거
냐고 하나님께 대들었죠.”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그런 시간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를 더욱 강화시
키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었다. 
“지옥같이 고통스러웠던 삶에서, 

의지할 곳도 의지할 이도 하나 없
이 길을 헤매던 외로운 삶에서 나
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
시고 나를 위해 할 일을 남겨두셨다
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나 감사해
요. 제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
라보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는 야고보서에 누군가가 헐벗고 

배고플 때, 따뜻하게 해라 배가 부
르게 하라고 말로만 한다면 무슨 도
움이 되겠냐고,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남은 생애를 행동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삶
을 사는자를 위한 목회자가 되기 위
해 신학대학에서 열심히 공부 중입
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이 있다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참 행복한 아버지와 아들
로 만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실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13
성명 : 김두희  
나이 : 75세  성별 : 여
직분 : 서울 새움교회 집사
연락처 : 010-2164-4198
주소 : 서울 구로구 천왕로 56길
 천왕이펜하우스 307동 1206호

“나에게도 이런 삶이 찾아오리

란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다 폐인이 된 젊

은이들의 치유 교육 장에서 금 번 
참여한 중독 자들의 식사준비를 하
고 계시던 김두희어머님의 고백이었
다. 올해 75세 되시는 김두희 어머
님! 10년 전까지만 해도 말로 다 표
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의 고생
은 물론 마음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사셔야만 했던 분, 평생을 한시도 평
안과 행복이란 단어조차 알지 못하
고 오직 자신이 그나마 살아 있어야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되어 다 죽
어가고 있는 두 아들의 생명을 조금
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살아 오셨던 분이다. 그런
데 그렇게 살아온 분 답지 않게 아직
도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식사를 준
비하시는 손길은 어느 젊은이 못지 
않게 활력이 느껴졌다. 김두희 어머
님은 경상도 영덕에서 18세의 어린 
나이로 22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
고 첫 딸과 아들을 낳은 후 청도로 
남편의 직장을 따라 옮겨 살게 되었
다. 청도에서 막내 아들을 낳으며 여
느 가정처럼 평범하게 사는가 했는
데 큰 아들이 대학 입학을 하고 얼
마 가지 않아 남편이 54세의 나이로 
위궤양에 복막염으로 합병증까지 생
기면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한달 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남편의 병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

는가 싶어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남편은 집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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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의 알코올 중독자들..12회 송하림, 김두희 이야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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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독뉴스

오자마자 바로 술을 마셨고 그 술
이 계속 되어 결국 죽음으로 끝나
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처럼 알코올 중독이 무엇인

지 알았다면 그 때 남편을 어떻게든 
말려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했을 
텐데 그 때엔 남자는 모두가 마시
는 술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것이 조금은 아쉽다고 말하는 김두
희 어머니의 표정에서 남편의 죽음
에 약간은 자신의 잘못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
었다. 김두희 어머니는 이미 남편이 
알코올 중독 자로 위궤양과 복막염 
그리고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
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남
편의 알코올 중독이 어린 자녀들에
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짐작
도 하지 못하고 살았고, 당시 아내
인 자신이 심각한 가정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해야 했기 때문
에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
었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 안 사실
이지만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자식들
에게 심한 폭언과 밥상머리에서 밥
을 입에 넣은 아들의 머리를 밥숟갈
로 내리쳐 입에 든 밥알이 튀어나가
면 또 더럽다고 난리를 치는 남편인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김두희 어머니는 남편 죽음의 충

격이 채 가시기도 전 또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큰 절망감을 
맛보아야만 했다. 그것은 경남 대
학 영문과에 다니던 큰아들이 학
교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온 것
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 인건, 
집에 돌아온 큰아들이 대학생이 아
니라 완전히 노숙자에 폐인이 되어 
술이 취해 비틀거리며 다니는 알코
올중독자로 돌아왔으니 김두희 어
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인지 감
히 짐작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
각이 들었다. 
그래도 남편은 죽었지만 딸도 하

나 있고 아들도 둘이나 되고 그 중
에 그 어려운 대학에 다니는 큰아들
도 있다는 것에 스스로 위로를 받으

며 온갖 고생도 참을 수 있었고 피
곤한 몸으로 밤중까지 일하다 집에 
돌아와 대학생 큰아들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뿌듯한 마음으로 단 
잠도 잘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꿈마
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만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큰아들 뿐 아니
라 작은 아들까지 술이 취해 돌아다
니는 것을 매일 보는 일이었다. 그
제서야 김두희 어머니는 죽은 남편
의 술 중독이 두 어린 아이들에게
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미 세상을 떠나 곁
에 없는 남편에 대한 무어라고 설
명할 수 없는 원망의 감정이 있었
던 것 같았다. 
이제 김두희 어머님은 남편을 잃

고 홀로 되셨지만 자신을 돌아볼 엄
두도 내지 못했다. 하루 종일 허리
가 아프고 두 손이 다 부르트도록 
일했지만 큰아들 작은아들 두 명의 
알코올 중독 자 자식들을 돌아보기
도 벅차셨고 늘어가는 것은 한숨과 
하염없이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통
한의 눈물이었다. 자식들의 알코올 
중독을 고치기 위해 절에도 가 보
았고 무당들도 찾아가 굿도 해 보았
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작은 아
들도 점점 피폐해 갔지만 큰 아들
은 더욱 심해 삐쩍 마른 몸에 광대
뼈만 앙상한 얼굴에 푹 꺼진 휑한 
눈을 꿈뻑 꿈뻑하며 비틀거리고 다
니는 모습을 보는 어머님의 마음은 
갈래 갈래 찢어지는 아픔이었다. “
조상님들이여 제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요... 부처
님, 산신령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
어 이런 혹독한 괴로움을 보게 하
시나요...” 어머니는 아픈 가슴을 부
여안고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눈에
서 흐르는 쓴 눈물을 소리 없이 삼
켜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집에 돌

아와 여전히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아들을 보자 이전에 굿을 해주었던 
무당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 아들
들의 문제는 예수신이나 찾아가야 

될거야...” ‘예수신이나 찾아가야 된
다고? 그럼 예수신은 교회가야 만
날 수 있잖아... 그래 교회로 찾아
가 보자.’ 어머니는 바로 그 길로 동
네 어귀에 있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는 처음이라 
서먹해 하는 어머님을 반갑게 그리
고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그리고 어
머님의 사정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
에 같은 신학교 동문이라며 서울에 
있는 알코올 중독 전문치유 목회를 
하고 있는 새움교회를 소개해 주셨
다고 한다. 그 때부터 극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씀하
시며 고향교회 목사님의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셨다. 
어머니와 큰 아들 그들은 새움교

회 담임목사님의 상담과 교육을 받
고 한 가닥 희망이 있음을 느꼈고, 
이 후 아예 큰아들을 데리고 난 생 
처음 서울 새움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담임목사님
과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어머니
는 처음으로 사람 사는 기쁨을 느
꼈으며, 큰 아들은 몇 번의 우여곡
절이 있었지만 끝내 그 지긋 지긋
한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와 중단
했던 대학의 영어 영문학을 평생교
육원 과정으로 끝내고 영문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나닥이라
는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중
독 상담학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하
는데 동참할 만큼 건강하고 희망찬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설한 
원디대의 중독재활복지학과를 졸업
하고 중독전문학사와 사회복지학사
까지 취득하고 알코올 중독전문상
담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였으며, 이
제는 또 다른 중독 자들을 위해 정
신병원이나 치료 센터 등에서 자원
봉사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김두희 
어머니는 이제 천국에 가도 여한이 
없겠노라고 어머님 특유의 투박하
면서도 정감이 있는 말씀을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로 기

쁘게 보였다. 
그러나 아직 앞에서 어머님의 고

통을 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작은 아들의 문제이다. 서울
에서 이제 중독에서 치료된 큰아들
과 한 숨 돌리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에 두고 온 작은 아
들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지금 
영등포 역에 도착했는데 자신을 데
리러 와 달라고... 
어머니는 약간은 불안한 마음으

로 역으로 가셨다. 영등포역에 도착
해서 수 많은 인파 속에 작은 아들
을 찾으려고 두리 번 거리는데 저
쪽 역사 구석에 기가 막힌 몰골이 
하나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저 앞에서 허공을 보고 있는 작은 
아들의 몰골은 참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불쌍한 모
습이었다. 김두희 어머니는 그 악취 
나는 작은 아들, 술이 취해서도 그
렇겠지만 몇 날 몇 일을 굶었는지 
서 있기도 힘들어하는 아들을 부여
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눈
물만 흘리고 계셨다. 역사 안의 많
은 여행객들이 이 노모와 처참하게 
초라한 아들을 곁눈질로 힐끗 힐끗 
바라보며 지나갔다. 
작은아들을 데리고 서울 집으로 

돌아와 담임목사님께 부탁을 드리
고 돌보기 시작했다. 작은 아들은 
교회가 전혀 낯설은 곳이어서 그런
지 서울 집에 와서도 술을 끊지 못
했다. 또한, 큰 아들도 완전히 치
료가 된 상태가 아니라서 가끔 다
시 술을 마시고 넘어지는 때였다
고 한다.
어느 날 어머님이 일을 끝내고 집

에 돌아왔는데 정말 기가 막힌 광
경이 벌어져 있었다. 겨우 방 두칸
짜리 월세를 살고 있는데 술들이 만
취되어 큰 아들은 위 방에 작은 아
들은 아래 방에 댓 자로 누워 있었
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들어가 앉을 
곳도 없어 집에서 다시 나와 새움교
회 최정미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
셨다. 즉시 달려온 최정미 목사님은 

두 아들을 119 응급 구조단을 불러 
알코올 병원에 입원을 시켜 살려 주
셨고, 두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
키고 돌아와 텅 빈 방을 바라다 보
시며 어머님은 한 없이 슬픔에 잠겨 
우셨다고 한다. 그러나 김두희 어머
님은 그렇게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
을 수만 없었다. 어머님은 목사님들
의 위로와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다
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나님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제 넋두리라도 기도로 들어
주십시오. 이제 정말 두 아들을 구
해주셔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
오. 저는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제발 저 두 아들을 구해주셔서 하나
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드립니다...’ 
한참 있다가 목이 메이시는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그랬었는데... 지
금은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께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
지 모르겠네요... 하시는 어머님의 
눈에 이슬이 맺힌 것을 본 것은 내 
약한 감정 때문이었을까?
“이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벌써 

오랜 전 지난 이야기지요...” 어머
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제 대화
를 끝내려는 듯 말씀을 하시고 “자 
~ 이제 새로 생긴 우리 자식들 밥 
해야지요... 기자님 저녁식사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잠시만 쉬고 계세
요... ” 그리고 손은 분주하게 움직
이시면서 어머님의 입에서는 ‘주안
에 있는 나에게 딴 근 심 있으랴~’ 
약간 음정 틀린 감동의 찬송을 부
르시고 계셨다. “이제 김두희 어머
님은 경제활동의 일을 다 놓으시고 
30년 전통의 기독교 비영리 알코올 
약물 중독 전문치유 기관인 새움교
육원의 기도와 봉사의 어머니로 일
하고 계시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은 중독목회 전문 신학대학원에서 
마지막 학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작은 아들인 장준현은 전도사님이 
되어 일하고 있고 미주 코헨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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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뉴욕교협, 뉴저지교협, CBSN, 단비TV, CTS, 기독뉴스, 아멘넷, 복음뉴스, 기독저널,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타임스, 크리스찬투데이본헤럴드, 엘피스 선교단

※ 중증 약물 중독자들은 먼저 병원에서 실시하는 해독치료 이후에
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현대 사회에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까지 이중 삼중으로 지대한 손실과 고통을 주고 심지어 이후 태어 
날 후손들의 문제까지 심각하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중독이라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도 쉽게 고칠 수 없는 고질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중독을 다루는 데 있어 그 근원적 문제에 대한 치료의 
초점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이 된 문제의 당사자인 사람의 구성요소가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는데 현대 
정신과 치료는 중세 시대 그리스의 생기론 자들인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갈레누스와 근대 생기론 자인 
바르테즈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정신세계는 인간의 생물학적, 신경학적 관점에서 음식과 공기 그리고 물을 마시므로 
인간의 장과 간과 심장과 뇌에 의해 만들어지고 생성된다는 잘 못된 지식과 인식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런 인간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정신을 만들어 내는 육체를 약으로나 또는 행동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면 정신이 
바르고 건강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짐작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현대 정신병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미 현대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 이유로 현대에 정신병은 자꾸 늘어가고 그곳에 
채워지는 정신 관련 환자들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공통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생물학적 뇌와 
육체를 치료하여 건강하고 올바른 양질의 정신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좌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기독교 진리가운데서 파악하고 인간은 창조 시부터 흙의 구성요소인 육체와 창조주 신의 속성인 영을 
부여받아 생령, 즉 살아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는 신의 생기의 속성인 영(정신)의 지배를 받아 활동하다가 그 
영을 육체로부터 창조주가 분리시키면 그것이 죽음, 또는 사망이라는 기독교 진리에 입각한 인간 전 생애 과정을 
인식하고 모든 중독은 생각과 마음(정신과 영)과 학습을 통해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인간의 생물학적 육체에 다양한 
질병과 현상을 일으키는데 중독도 그와 같은 것이므로 먼저 인간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고 그 인간의 본래적 가치와 존재 
의의(意義), 그리고 사명과 누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성령의 도움을 입어 전인이 치료되게 하는 
CITS 성경 근원적 치료 방안을 통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증 중독에서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증거들을 보면서 올 해 초부터 뉴욕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독과 관련한 전인 치유 교육을 실시하고 
금 번 2차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중독으로 고생하는 당사자나 가족들 그리고 향 후 이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찾아 오십시오! 4주 동안 함께 고민하며 노력하고 배우고 훈련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생로병사가 아닌 생노득광으로 바꾸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듭시다. 어떤 중독이든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CITS/GMAA 제 2기 전인치유 리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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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준 /희 /칼 /럼

7년8개월을 섬겼던 먼저 교회에서 
갑자기 지금의 교회로 왔다. 그동안 
무척이나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애정을 ί았던 사랑했던 청년들..
모두가 그리울 뿐이다.
그런데 나는 그분들을 모두 기억하

고 있는데 그분들은 나를 잊은 것 같
다. 잊혀졌다는 것, 그것은 나의 영
향력이 소멸되었다는 것... 그것이 무
척이나 견디기 힘들다, 뭔가 서럽다, 
지금까지의 내 노력과 열정이 거부
당한 것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같은 생각이 

네 뒷목의 근육으로 뭉친다,
얼마전 페이스북에 올라온 후배의 

글인데, 읽고 깊은 공감을 가지게 되
었다.
 개척 초기, 유달리 김치를 맛있게 

담겼던 사모의 손맛이 성도들을 끌
게 만들었다.
“이 김치 너무 맛있어요”말하는 성

도마다 김치를 담궈 한병씩 나누어 
주곤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치뿐 만아니라 점심 때 
먹는 반찬을 보고 맛있다고 하는 말

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제는 그 반찬
을 만들어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상
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반찬을 

만들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때로는 김밥을 만들어 근처에 일하
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져다주기도 
하였고, 어떤 땐 먼 롱아일랜드까지 
육개장을 만들어 주곤 하였다. 그것
이 성도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는데 많
은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

들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하였
고 또 반찬을 만드는 경비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
고 반찬을 준비한다는 것이 사모로써
는 감담하기가 만만치 않은 노동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고 늘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개척 초
기를 보냈다. 그후로도 10여년을 주
일 예베 후 점심 준비는 당연히 사모
의 담당이었고 힘겨움은 나날이 더해
만 갔다. 그런 친절과 베품은 우리 사
역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그것이 결
국 교회를 지탱해주는 역할이 아니
라는 것을 많은 새월을 보낸 후에야 

깨달았다. 아무리 베풀고 정성을 다
해도 성도들의 감정에 조금만 흠집이 
생겨도 별소리를 다 한다, “언제 우
리가 김치달라고 했나?” 교회가 시험
에 들어 불평불만이 난무할 때는 10
년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
다, 그 친절, 그 공로가 쓰라린 상처
로 돌아온다.
물론 어떤 댓가를 바라고 정성껏 

베푼 것은 아니였지만 되돌아오는 섭
섭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쓰라
림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서두에 후
배가 쓴 글이 공감이 간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 헌신해 

주었고, 또 함께 해 주었는데 떠나는 
그 순간부터 기억에서 사라지는 이 
베풀고 뺨 맞는 법칙이라 할까, 아니 
법칙이 아니라 인간이 모두 그렇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멘다리즈

(Monica Amendariz) 연구팀에 의하
면 “사람은 자신이 받은 친절”보다 “
자신이 베푼 친절”을 35배나 기억하
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
듯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 베풀어 

주었는데 그걸 배신해...”그 사고에 
빠지기 쉽고 또 그것으로 인해 쉽게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다수 상대가 나

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 기
억을 못하고 있을뿐더러 그 수고와 
공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
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섭섭하게 여길 일만도 아
니다, 왜냐하면 나도 상대방이 베푼 
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도 상대
방이 준 정성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들

을 고쳐주셨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
께 했을 뿐 아니라 12제자와 함께 지
내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베풀어 주
셨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에서 죽으실때는 그 고침받은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고, 죽었다 살아
난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은 어디로 
갔을까, 또 제자들은 어디로 가버리
고 말았던가, 이것이 다 인간이 지닌 
죄성이고 모순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야, 주고 뺨 맞는 것이 당연한 인간
의 법칙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
지 않을까, 
물론 인간이 다 그렇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
아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끝까
지 따라가는 요한이 있지 않았던가,
우리에게도 그 많은 수고와 정성

에 뿌려진 씨앗이 언젠가는 싹이 나
오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 놀라운 하
나님이 법칙을 오늘도 기다리고 기
다려본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베풀고 빰 맞는 이상한 법칙

한준희 목사
뉴욕성원장로교회 담임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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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주일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

까?
 답: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

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
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1그
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

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2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
속(救贖)하셨고,3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4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
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
호하고 보존하십니다.
1.예수는 구원자savior라는 의미

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anointed One라는 뜻입니다. 구약
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대리자로서 
공적인 일( 왕,제사장, 선지자)을 맡
기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
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
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습니
다. 또한 그는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
하였습니다.(눅 4:13,14) 성경은 예수
의 이 땅의 사역이 삼중직 three-fold 
office 즉, 제사장,선지자와 왕의 직을 
수행했고 지금도 그 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2.예수님의 삼중직
1)예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비

밀한 경영[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
하십니다. 2)예수는 제사장으로서 그
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
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once and 
for all) 또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며 중보자가 됩니다.( He still medi-
ates between God and us, interced-
ing for us) 3)예수는 영원한 왕이시
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
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과 성령
이 같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
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
으로 기록되었고 성령의 해석과 적용 
없이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존하며 말씀을 묵
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
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를 다스리되 구원을 받은 자(영생을 
얻은 자)를 영원히 지키시며 보존하
신다.(요 10:28)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

스도의 지체(肢體)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7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
며,8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9 또한 왕으
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
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10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

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11 예수님의 
3중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

는가?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member of Christ) 

2.기름 부으심에 참여: 예수 그리스
도께서 홀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한 교회도 
함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기름부
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으
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행2;요일 2:27)
3.선지자적 삶: 예수 이름의 증인으

로 살도록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
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
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고 
합니다.(마10:32). 또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롬 10:9,10)는 것은  마음과 입
술이 하나되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
백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함과 아울러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제사장적 삶: 예수님이 우리를 위

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 듯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감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감사가 예배가 되
어야 합니다.(롬12:1)
5.왕 같은 삶: 첫째는 마귀가 공중

의 권세 잡은 자로서 왕 노릇하는 데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확장
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
도와 함께 영원히 왕으로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됩니다.아멘!

유 /기 /천 /칼 /럼

유기천 목사
뉴욕기쁨의교회 담임 

대부분 여성분들은 폐경기를 겪
으면서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받
아들이며 지내게 된다. 하지만, 치
매, 알츠하이머라면 다른 문제이
다. 한편, 기억력 인지능력 감소는 
뼈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나와있다.
최근 골다공증과 기억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보고서
가 발표되었다.
미국 콜럼비아대학 제라드 카신

티 교수는  뼈 안에 잇는 오스테
오칼신이 부족하면 기억력 감퇴로 
이어진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
는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오스테오
칼신이 줄어들어 나타나는 현상이
라는 것이다. 카신티 교수는 쥐의 
임상에서 오스테오칼신이 없는 쥐
와 오스테오칼신이 있는 쥐의 인
지, 기억력 실험에서 오스테오칼
신이 없는 쥐의 기억력은 매우 상
이한 차이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 
보여줬다.
오스테오칼신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포도당 대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스
테오칼신이 기억력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한, 임상 결과를 보면 나이가 들
면서 나타나는 기억상실, 인지능
력의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더 
넓은 관점에 대한 희망도 갖게 한
다. 우리가 카신티 교수의 마우스 
실험 결과를 믿는다면, 오스테오칼
신은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알츠하
이머 병에 대한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CBHI에서는 SAC 
calcium 을 복용한 어린이, 학생,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로
부터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feedback을 받고 있
다. 쥐의 임상에서도 오스테오칼
신이 증가되는 것을 보면 이를 뒷
받침하고 있다.
이 만큼 뼈의 건강은 골절만의 

문제가 아니고, 뼈 안에서 생산되
는 오스테오칼신, 오스테오브라스
트, 오스테오클라스트 등 호르몬
부터 칼슘 공급에 이르기까지 여
러 부분에 관여한다. 이 물질들은 
DNA 복제부터 세포 대사 등 우
리 몸 전체 신진대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뼈의 건강! 나이 들어가면서 건

강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관
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다.

이 /규 /헌 /칼 /럼

골다공증과 기억력–

이규헌 박사  
‘뼈와 건강연구소’ 소장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예수는 그리스도(14)

오피니언

D 나 무엇과도 주님을 
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D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5월 20일 경배와 찬양곡입니다. 
앞 부분은 Key입니다 원래 악보와 
다른 것도 있으니 확인하고 연습해
주세요.
D 나 무엇과도 주님을 
가능한 가사에 집중해서 부릅니

다. 천천히 불러보세요 후렴부분은 

반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강조하며 다음 곡인 하나님의 사랑
을 노래합니다. 
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의 곡의 가사와 템포를 그대로 

유지하며 찬양합니다. 
D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앞의 두 곡과 한 곡 처럼 부를 수 

있도록 분위기와 템포를 유지하도
록 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 후렴부
터 불러도 좋겠습니다. 이 곡을 부

를 때에는 크레센토되어 여기서 클
라이맥스의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
면 성공입니다.

문석진 목사
뉴욕평화교회 찬양목사

뉴욕찬양마을 대표

5월 20일 주일
경배와 찬양곡

찬/양/클/리/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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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동북부 한인연합감리교회(KU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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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학 교수, 전 시카고 남부연합감리교회 담임)
. 일시: 2018년 7월 16일(월)~19일(목) 3박 4일
. 장소: 메릴랜드 하늘비전교회(장재웅목사 시무)
. 숙소: 더블츄리 호텔

|  선교적 교회 리더십 세미나 및 집회

“하나님은 주어 우리는 동사”
. 일시 : 2018년 5월 26일(토) 저녁 8시 

                 5월 27일(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뉴욕시온성교회(김성은 목사시무)
. 강사 : 신철범 목사

|  뉴욕장신 개교 40주년 기념 

   세미나 및 후원의 밤
. 주제: “하나님은 주어 우리는 동사”
. 일시: 5월 27일(주일) 오후 5시(식사제공)
. 장소: 하나님의 사랑교회(정석진목사시무)
. 강사: 신철범 목사(장로회신학대학, 두바이한

인교회)

|  생명의 성령의 법 특별세미나

미주 목회자와 천국제자들(천.제.모)을 위한 생명

의 성령의 법 특별세미나
. 일시: 6월 12일(화 10시)~15일(금 12시) / 등록

비무. 료 중식제공 /*반드시 전화접수하셔야 참

석가능
. 장소: 주예수사랑교회
. 문의 및 접수: 551) 655-4224, 917) 734-1026, 

310) 408-1858

주관: 미동부지역, 뉴욕, 뉴저지 천제모

|  심령부흥성회 “변화된 삶”

뉴욕빌립보교회 새성전입당 감사 

심령부흥성회 “변화된 삶”
. 일시: 2018년 6월 1일(금)~6월 3일(주일)
. 장소: 뉴욕빌립보장로교회

강사: 이용걸 목사(필라영생장로교회 원로목사)

오피니언

송 /정 /명 /칼 /럼

성령 강림절을 맞이 하고 있는데

교회 월력으로 계산 하면 돌아 오는 주일
(5월20일)이 성령강림 주일이다.많은 이민 
교회 가운데는성령강령 주일을 지키는 교
회도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는것 같
다.
교회 형편이나 목회자의 목회 방향에 따

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왈가 불
가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민사회에서 교회생활을 영위하

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강림절의 의미
와 신앙 생활과의 관계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성령강림 사건 이후 
이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선교에 대한 
장이 새롭게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성령 강림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결부가 되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도 강조해 주셨던 일이다. 예수 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대속 사건
을 완료 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 가
셔야 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 주어서 너
희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고 그 성
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런 연고로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

희들에게 유익한 일이다 내가 세상을 떠나
지 않으면 그 보혜사께서 너희에게로 오시
지 않을 것 이기 때문 이라고 까지 말씀 해 
주신일도 있다(요 16:7)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걺어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 하
시기위해 피를 흘리시고 돌아 가셨다. 그
리고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승
리로운 부활을 하시지 않았나? 금년도 월
력으로는 지난 4월 1일 주일이 부활절 이
었다.그런 다음 이 땅에서 40일 간 계시면
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 하시고 동시에 제
자들이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
시기도 하셨다.
 그 후 이 땅에 계실때 예언해 오시던 대

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 가셨다 승천 하
시던 모습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너희 가운
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
이라고 예고해 주기도 했다 사도행전 1장
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하나님 나라로 승천 하시기 전 예수 께서

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
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
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
으리라”(행1:4-5)고 말씀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이 되리라”(행1:8)는 사명도 재 확인 시켜 
주셨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예수님
을 따르던 120여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
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하
게 된다. 열흘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했다
그 때 놀라운 일이 벌어 졌다. 하늘로 부

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이 임하는 것이 아닌가 초 자연적인 일이
다.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한 것이
다 그들은 순식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다른 언어로 소통이 되는 것을 체험
하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강
림 사건이다. 예수께서 부활 하신 후 50일 

째 되던 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강림 이라고 부른다.금년도 부활 주일
로 부터 계산하면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
로 5월 20일이 된다.
그 때 부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

고 세계 선교의 장이 열리는 획기적인 기
념비가 세워지게 된다.그래서 오늘날 이민 
교회들도 성령강림 절기를 기념하고 성도
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한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의 모
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
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 사실이 분명
하게 부각된다.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수 제자로 알려

진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제일 
많이 받던 제자였다. 예수께 대한 바른 신
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
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
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리리라는 극찬을 받았던 제자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

리는 모습을 보고 겁을 집어 먹고 하루 밤 
사이에 자기는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고 부인 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으로 변했다.
이 모습은 베드로에게만 있던 모습이 아

니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자화상 이 
아닐까?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을 체험 한 다음 부터는 너무 달라졌다 한 
동안은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서 벗어 나지 못했던 며칠 전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변했다. 3000여명이 모이는 공개 
집회에 참석 해서 그 당시 교권을 휘두루
고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
신들이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였다 그러
나 하나님 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 로 세워 주셨다는 것을 담대하
게 선포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 다른 이
로써는구원을 받을 수없나니 천하 사람 중
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
게 주신일이 없다”(행4:12) 고 분명하게 예
수를 구주로 증거 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 했던 사람들이 마

음에 찔림을 받고 3000여명이 주님께로 돌
아 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다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는 베드
로 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 들
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예수께서 
말씀 해주셨던 권능 때문이다 그 권능을 헬
라어로는 “듀나미스”라고 쓰는데 그 말에
서 바위를 깨트리고 폭파 시키는 “다이나 
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대
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다 성령은 그런 권능
을 우리 들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우리들에게도 담대함을 주
실 수 있다. 담대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
는 사실도 알게 해주시고  께닫지 못한 일
들도 깨닫게 해주신다. 시간 시간 마다 우
리를 선한 길로 인도 해주신다. 뿐만 아니
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 할 
바를 잘 모르고 있을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
께 기도 하시는 일도 해주신다(롬 8:26) 성
경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
들이 여러 곳에 잘 소개 되고 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면 오해 하

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자기는 교회 생
활을 오래 했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고 예언

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성령의 
역사는 특정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나 특별
한 사람들에게만 나타 난다는 논리를 주장
하고 있다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외형적인 
역사가 꼭 있어야만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1세기의 전도자요 사도요 신학자인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 문제를 좀더 명확하
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 고린도 전
서 12장에 기술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
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
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13)고 밝힙니다.
이런 성경적인 입장에서 정리가 되면 성

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이
해가 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심령 가운
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
람이 아니라고도 말씀해주신다.(롬 8:9) 두 
가지 양면의 교훈도 받아 드릴 수 있어야 
신앙이 바로 정립 될 것이다.
독자들 가운데는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

되지 못해 답답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
도 성령을 체험 할 수 있는지 궁금하게 생
각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이다. 지면 관계로 
간단하게 몇 곳에 있는 성경 구절을 제시
해 드릴까 한다.
첫째는 성령받기를 사모 해야 한다. 예수

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
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하늘 아
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
겠느냐”(눅11:13)고 반문 하시며서 성려받
기를 사모 하라고 강조 해주신다.
둘째는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하면 초

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충만 함을 받을 수 
있다 (행1;12-14) 셋째는 말씀을 경청하며 
들으면 그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된다. 초
대 교회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의 지시로 욥바 지역에 와 있던 베드로 사
도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기
회를 가졌는데 그 때 그 곳에는 고네료의 
가족 들과 가까운 친척들도 있었는 데 그
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 함
을 받게 된다(행10:44) 그들은 이방인 들임
에도 성령의 충만한을 맛 볼 수 있었던 것
이다. 그 때 부터 교계 지도자들이 이방인
을 보는 눈이 달라 지기 시작했다. 이 시대
를 성령 시대라고 표현 하기도 하는데 맞
는 표현이다. 시간 시간 성령의 인도 하심
과 도우심이 없다면 넘어지고 좌절 할 수 
밖게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순절 
성렬 강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
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
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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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5월이 되면, 돌아가신 부모
님이 그리워집니다. 살아생전 못해드
렸던 불효가 가슴을 사무치게 합니
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
경합니다!” 라고 힘껏 외쳐도 메아
리가 되어 들려올 뿐, 역시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백번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있을 땐 소중함을 못 느끼다

가 돌아가신 후에야 소중함과 애절
함을 느끼게 되는 건 인지상정 인가
봅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
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았다
면” 하고,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부모님은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도, 또 그들의 그

들 자녀들도 똑같은 후회를 하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이 
지나 비슷한 경험을 하고, 철이 살포
시 들어야 비로소 소중한 것이 소중
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
문입니다.
물 흐르듯 이끌려온 이민생활이 어

느새 1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미국에 와 살다보니 자녀교육보다 
부모교육이 더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훈육할까’ 보다 자녀
를 가르쳐야 할 부모의 태도와 자세
가 더욱 중요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민생활에 여기

저기 생채기가 나고, 지치고 힘들어

서인지 많은 부모들이 화가 나 있다
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
녀들의 반항이나 공격에 상처를 입
어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까지 머문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 뒷바
라지 하느라 편히 먹지 못하고, 입
지 못해도 그저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살아왔는데 그
렇게 키운 자식의 입에서 “내가 언
제 엄마보고 굶으면서 과외 시켜달
라고 했어요? 난 엄마가 하라는 대
로 하느라 내 인생을 팔아먹었다고
요” 하면서 덤볐다고 합니다. ‘부모
를 공경하라’ 는 말씀이 ‘부모를 공
격하라’는 말씀으로 뒤바뀐 현실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먹이셨습니다.
이런 경우, 스스로 인식하기 힘들

겠지만 문제의 원인은 바로 부모 자
신의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
내기 위한 안간힘이 자신을 위한 열
심이었는지, 자녀를 위한 열심이었는
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분신이라고 믿는 자녀를 통
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욕망을 이
루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아
야 합니다. 진정한 부모 사랑을 자
녀가 느끼지 못했다면, 자신의 역할
에 빠져있느라 자녀의 욕구를 인식
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생활, 참으로 힘겹습니다. 처
음엔 자녀를 위해 2억 만리 날아왔
지만 살다보니 삶이 녹녹치 않아 아
빠 엄마는 생활전선에 나가야 하고, 
자녀들은 집에 방치된 채, 외로움을 
달래려 게임에 오락에, 빠져버립니
다. 왜 부모가 이 시간에 곁에 없어
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몸이 커
져버렸습니다.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를 분석해 보

면, 대개 어릴 적부터 가정 내에서 
특정한 역할들을 맡아 살아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맡았던 첫 번째 역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며 기쁨을 느끼고 살
게 됩니다. 특히 역기능 가정에서 자
란 경우, 자신의 가치관만이 옳다고 
믿고, 그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
하며, 누누이 잔소리로, 자신도 모르
는 사이에 주변사람을 괴롭히고, 힘
들게 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감정적으로 고

통을 느끼게 되면, 자신을 탓하기보
다는 일차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만
든 사람을 탓하는 것이 누구나 자연
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
황에서, 자신의 어떤 부분이 이 문제
와 충돌했는지, 그래서 생긴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다면, 감정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는 한결 더 쉬워
집니다. 묶여있던 결박에서 풀려나야 

건강한 성인이 되고,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 되기! 참으로 요원한 

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의 근원되
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들의 갈 길은 멀고
도 험합니다. 평상심도 유지해야 하
고, 감정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건강한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
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
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
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롤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
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달
콤한 말을 해도 행동이 올바르지 않
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

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깨닫습니다. 부모는 직분만 하나님
의 대리자가 아니라 생명의 원천으
로서 하나님 다음으로 신성하고 존
엄한 대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
룩한 삶의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
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삶을 통해 드리는 산제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
합니다. 이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
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세대
가 이뤄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살아생전, 혹은 아직 살아계신 부

모님이 경우에 맞지 않고 엉뚱하셨
나요? 하시는 행동이, 잔소리가 맘에 
들지 않아 괴로운 시간을 보내셨나
요? 자신이 가진 가치관이 답이라고 
믿는 그 생각 때문에 서로 충돌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뿐입니다. 그 
시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
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벅찬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버텨내기
도 힘겨운 시절을 잘 견뎌오셨습니
다. 우리 어버이 세대 부모들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
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열심
히 사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
다.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박효숙 교수
가정사역자/목회상담학박사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앞길이 까마득한 신학생 남편 때
문이었는지, 엄격한 시어머니 아래
서의 시집살이가 쉽지 않았기 때문
이었는지, 아니면 홀로 계신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었는지, 신혼 초 
아내는 많이 울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번째 이유

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제가 가난
한 신학생인 줄 알고 결혼했고, 같
은 교회 다니셨던 친정어머니는 주
일날이면 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엄
격하셨습니다. 아니 엄격하실 수밖
에 없으셨습니다. 1남 5녀의 자녀
가 있는 집에 시집오셔서 대충 말
씀하시고 적당한 태도로는 집안 살
림을 이끄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
다. 말을 많이 아끼셨고 행동으로 
교훈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프셨던 어머니의 생애 마지막

에는 많은 시간을 한국과 미국에서 
며느리와 보내셨습니다. 제가 한국

으로 다시 돌아가 사역하던 2006년 
3월 어느 날 요양원에 계신 어머
님을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그 날 어머니는 주변의 사람들에

게 환한 표정과 따스한 목소리로 
외치듯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보세요. 
우리 며느리 참 예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저

는 의아해했습니다. 아들에 대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며느리 이야
기만 하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들었던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었
습니다“우리 며느리 참 예쁘지요?” 
23년간 어머님의 마음속에 숨겨둔 
마지막 말씀에 아내는 또 다시 울
었답니다.

김 /성 /국 /칼 /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숨겨놓은 마지막 말씀

오피니언

자주 열지 않던 컴퓨터를 켜니 위
와 같은 e-mail이 들어와 있었다.
그 친구와 나는 대학 동기동창이

요 공군 동기생이다. 그와 나는 동
기생이었지만 그는 늘 나에 앞장 서 
가곤 했다. 군 생활, 초급장교 시절, 
중위에서 대위로, 대위에서 소령으
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할 때도 
그는 나를 앞질러 진급도 먼저 하였
다. 군 진급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내
가 그보다 뒤질 리는 없는 것 같았
는데 그가 나를 앞질러 진급이 되

곤 했다. 그럴 것이 그는 군대 생활

을 하면서도 교회에 성실했고, 겸손
했고 어머님께 효성스러움을 알수 
있었다. 그것이 이유인 것으로 생
각되었다.
군을 떠난 후에 사회에 나와서도 

직장을 얻기 어려운 그 시절에 그는 
좋은 자리에 보직되어 있었다. 중령 
계급으로 군을 떠난 뒤에 한두 번 
만나고 그와 나는 연락이 끊겼다. 
4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그와 나
는 미국 뉴저지 Palisades Park 에
서 만났다. 그가 어는 날 책방에 가
서 내가 쓴 책을 본 것이 나를 만나

게 된 계기가 된 것이었다. 그 책을 
읽고 위와 같은 e-mail을 보낸 것이
었다. 그 때부터 그와 나는 옛 날과 
다름 없이 친구로 돌아가서 매달 부
부 동반하여 오찬을 나누는 것으로 
우정을 이어갔다. 약 4 년전 초겨울, 
기후가 온화하다는 미국의 서부 캘
리포니아 산호세에 가서 보름을 지
내고 돌아와, 그곳에 있는 동기생들
의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하였더
니 뜻밖에 그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
다. 곧 바로 병원에 달려가서 의사의 
말을 들으니 회생할 가망이 없다고 

하였다. 그는 병원 신세도 겨우 하
루 이틀, 더 병문안 활 여유도 주지 
않고 그가 늘 소망하던 나라로 먼저 
떠났다. 그렇게 다정하던
친구, 늘 같이 나란히 가면서도 언

제나 나 보다 앞서 가던 그 친구는, 
앞서 가던 그의 버릇 때문이였는지 
하늘 나라에도 먼저 갔다.
나는 그의 장례식 예배에서 축도

로써 먼저 가는 그와 마지막 작별을 
하였다. 그와 나는 땅에서 작별은 하
였으나 서로가 늘 간직하고 소망하
던 나라가 있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

아 그 나라에서 만날 것이다. 거기
서는 앞서거나 뒤 서거거나
하는 일이 없을 테니 늘 나란히 

걸으며 지난 시절을 회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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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매년 5월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
거운 날이다. 이달에는 어린이날, 어머니
날과 각 학교의 졸업식이 겹쳐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미주한인여

목)도 5월에 원로목회자 초청예배를 드린
다. 어머니날 다음날인 월요일에 뉴욕뉴저
지 인근의 은퇴,원로목사님들과 배우자들
을 초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오찬을 대접
한다. 선물을 포장하고, 노래와 트럼펫연
주, 시낭송, 월십댄스와 선배목사로서 후
배목사들에게 덕담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원로 선배목회자들에게 대한 초청
예배는 참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
데 이번은 어느 때보다 더 평안하고 즐거
운 분위기였다.
원로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어렸을 때

의 즐거웠던 기억도 해내시고 소시적 노
래도 부르시고 그 때의 춤도 추셨다. 정말
로 즐거웠는데 여러목사님이 나오셔서 노
래를 불러 깜짝 놀랐다. 두 분 목사님이
잘아는 유명한 곡을 부르셨는데 한 분은 

영어로 부르시고 또 다른 분은 한국어로 
그 노래를 부르셨다.
그날 분위기가 부드럽고 좋았는데 여성

목사님이 한 분 참석했다. 여성목사로서
는 대한민국1호 목사라고 하신다. 내년에
는 임원단들이 더 멋진 원로목사 초청예
배를 준비할 것이다. 모두 건강하셔서 내
년 5월의 초청예배에는 더 즐겁고 기쁜 시
간이 되기를 바란다.
살아가는데 즐거운 기억이 많은 것은 참

으로 좋은 일이다. 이날도 원로목사님들은 
과거 목회하실때의 이야기도 말하시고, 떠
나온 어릴 적의 고향 이야기도 하셨다. 앞
으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것이다. 
뿐아니라 선배로서 후배목사들에게 남기
고 싶은 말들도 많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처럼 특별히 어린이날이 있지 않
다. 매일이 어린이날 같이 생각해서 그렇
다고 생각한다. 어린이 날에 어린이들이 
부모와 같이 외출하고 놀이동산에 가는 

것도 보기에 좋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루 시간을 내어

준다는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
님이 시간을 내어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
간이 많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부모와 자
녀들이 같이 보낼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
하다.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놓지지 않
아야 한다. 그런 시간은 그렇게 쉽게 오
지 않기 때문인 것은 부모들이나 자녀들
은 중요한 대화의 기회를 놓칠 수있기 때
문이다.
이때 부모자녀간에 중요한 대화가 오갈 

수 있으며,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를 나눌 
수있고 뿐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었던 내
용도 말할 수있게 되니 같이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 어찌되
었건 자녀들이 부모와 하루라도 종일 시
간을 같이 나눌 수 있다니 좋은 일이다.
대화가 필요한 것은 자녀와 부모가 아

니더라도 연로한 부모와의 사이에서도 자
식간의 대화는 필요하다. 어머니날이나 어
버이날 하루만 특별한 날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다. 매일 같이 대화를 할 수있
는 시간이 많지 않으면 일부러라도 시간
을 내어 만나볼 것이다. 바쁜 세상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성의에 따른 것이다.
며칠 전 어머니 날에 가까운 목사님 가

족과 같이 퀸즈 엘머스트에 있는 타이식
당에 갔다. 여러 미국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는 식당이다. 저를 가깝게 생각하는 내
외가 저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용돈이
라면서 봉투를 주었다. 받을까말까 망설이
다가 선물로 받았다. 이 귀한 용돈은 쓰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자주 모실게요 라고 말했다. 어
머니 날에는 카네이션꽃을 달아야겠구나 
생각했다. 어쩌며 카네이션꽃을 앞저고리
에 달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가 
있겠다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해
마다 이때가 되면 카네이션 꽃 코사지를 
만들고, 누가 가져다 주어 교인들에게 달

아주고 달곤했었다. 어머니날 카네이션 꽃
에 대하여 늘 달았기에 가슴 앞에 다는것
을 당연히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진작 이 꽃을 가슴에 달고 싶어도 달아

줄 사람이 없거나 또는 달아주고 싶어도 
달아줄 대상이 없다는 분들이 많을 수있
다는 생각이 났다. 그렇고 보니 내가 너무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외로운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미안했다. 이제 

지금이라도 그런 분들이 주위에 어디 있
는지 찾아보려고 한다.

그런 분을 찾으면 내년에는 카네이션 코
사지를 멋있게 만들어서 달아주겠다고 마
음 깊이 다짐했다.
이번 은퇴목회자 초청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필자와 고향이 같
은 분을 만났다. 또 어머니의 고향 근처에 
사셨다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들의 고향 이름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몹시 뛰는 것을 느꼈다. 그날 

피곤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
가 그렇게 말하던 고향의 지역 이름들이
었는데 어머니가 들었다면 얼마나 반가웠
을까 생각했다.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었
기에 어머니 날에 꽃 한번 제대로 달아드
리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났다.
5월은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즐겁고

도 또한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는 외롭고 
미안한 달이다. 그러나 꼭 혈육의 가족 
만이 가족은 아닌 것을 우리들 크리스천
이라면 알고있고 그렇게 실행해왔다. 이
번 어머니날, 어린이날, 은퇴목사 초청예
배의 날을 보내면서 이런 달을 주신 분에
게 감사했고 꽃을 달아줄 분들을 찾아내
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분에게 감사
했다. 5월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에 즐거
워할 것이다. 그동안 그러지 못해서 마음
에 빚진 자들을 찾아 가슴에 카네이션 꽃
을 달아드리므로 달지 못했던 분들의 빚
을 갚으려 한다.

정 /신 /건 /강 /칼 /럼

김금옥 목사
에버그린장로교회 담임

/정신신경과 전문의

즐거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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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많은 역사가들은 기독교가 4세기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시작한 국교
화 작업으로 인해 초대교회가 가졌
던 하나님 나라운동이 로마제국을 
유지하는 종교시스템화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고난과 순교

의 역사속에서 부흥을 하지만 ‘제
국’을 지켜내는 도구가 될때에는 예
수가 교회의 주인됨을 포기했습니
다. 로마제국만이 아니라 중세기 유
럽의 제국들도 아프리카 아시아 아
메리카 대륙 정복에 신부들과 선교
사들을 앞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
다. 히틀러 나치 당시 ‘독일교회’는 
나치정권 애국주의와 반유대인주의
를 정당화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
서 칼 바르트나 본 회퍼목사와 같
은 분들이 바르멘선언(고백교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
종할 것을 선언하고 나치정권에 항

거한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는 일제 강점 아

래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6.25전
쟁 이후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부
활 소망의 메세지를 소신껏 전했습
니다. 독재정권 아래에서 인권과 사
회정의 중심에 섰고 교회는 억울함
당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로 세
상의 빛과 소금으로 인정받고 신뢰
받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
년대 한국교회가 부흥의 절정기를 
이루는 듯했으나 교세가 급격히 감
소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현
상은 교회가 교회의 자기역할을 잃
어버림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하신 ‘지극
히 작은자들’에게 아버지 마음, 어
머니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황제’
를 신격화 하고 ‘제국’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면 교회 되기를 포
기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가장 많
이 강조한 것이 애국주의입니다. 왜 
애국주의와 반유대주의가 같이 존
재했을까요?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과거

의 죄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한반도평화의 물꼬
가 열리게 된 공적을 트럼프에게 많
이 돌리고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많이 “미국
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애국주의
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인 
민족주의가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교회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백교회의 지도자들은 나치 애국

주의에 항거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
들도 고백교회 정신을 회복해야 합
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게만 복종한다는 선언을 분명히 해

야 합니다.
내 어머니는 항상 약자와 억울함 

당한자 편에 서셨고 그들과 함께 우
셨습니다. 옛날 의정부에서 어머니
가 서울대 약대 출신 이모님의 약
사자격증을 가지고 민생약국을 운
영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몸을 팔
아 먹고 사는 젊은여자들이 페니실
린 주사를 맞으러 와서는 한참이나 
엉엉 울다가 갔습니다. 어머니는 같
이 우셨습니다. 내 어린시절 이모
부 전처의 아들이 저녁이되면 우리
집에 울면서 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 형 손을 잡고 
이모에게 가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찌 이러
냐?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 모질게 이 불쌍한 것을 구박하
고 그러냐? 너 그러면 벌 받는다.” 
그러면 이모는 “언니, 나도 이러면 
안되는 것 아는데 남의 자식 사랑하

는거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하면
서 엉엉 울고는 했습니다. 훗날 이
모는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평생 모
았던 땅을 자기가 낳지 않은 아들
들에게 모두 나누어줬습니다. 그 형
들은 지금도 이모를 자기 친어머니
처럼 모십니다.
며칠 전 뉴욕 부르더호프 공동체

를 방문한 박인환목사님이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구경했다.”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만 부르더호
프 공동체 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을 3일 동안 아버지 마음과 어머니 
사랑으로 품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진정 잘 사는 것

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
니다.

김 /정 /호 /칼 /럼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담임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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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없구나

한이 없구나

그렇게 멀리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어제와 그제가 그랬듯

하제도 오늘같이 이렇게 이어지리라

묵상으로 엎드려 들여다보는 세월

반석도 나무등걸도

피조물의 겸손 가슴에 안고 사는데

사람이라 살아온 시간엔

이토록 자랑스러운 교만 뿐인가 

다시 엎드리면

그 지혜 배울 수 있을까

고개 숙여

허리 굽혀

숨결처럼 소리하는 고백

자비를 베푸소서

은총을 내리소서

창조의 섭리는 배우기 전에

깨달아야 하는 삶의 근본인데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알게 되는 어리석음

허나 배워서라도 깨닫는다면

그 또한 은혜인 걸

그렇게라도 알게 된 이 지혜

그 또한 은총인걸

이 /동 /진 /칼 /럼

이동진 목사
시인, 성화장로교회 담임

가는 세월

허/용/구/칼/럼

라브리 공동체의 설립자로 잘 알려진 프란시
스 쉐퍼의 부인 에디 쉐퍼는 “가정이란 무엇
인가?”라는 책에서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라
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정의 위기
를 너나없이 말하는 시대여서 그런지 그 말이 
제게는 마치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어야 한
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몸
만 부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도 희미해
지는데,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흐릿해집니다. 
어릴 때의 기억은 나이가 들어도 또렷해서 마
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지 100세가 넘은 어르신들 중에 일제 강점
기 때 소학교 다니며 배우셨던 내용을 또렷하
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분들도 잠시 전의 일은 기억 못하지만, 어릴 
때의 기억을 물으면 신이 나서 또렷한 기억으
로 대답하십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이 많
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어릴 때 추억으
로 인해 행복합니다. 어릴 때의 행복한 기억
은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합
니다. 높은 자긍심을 갖게 하여 인생의 위기
가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역으로 어릴 

때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서도 또렷한 그 기억으로 인해 우울할 수 있
습니다. 자긍심도 낮아 스스로를 불행하게 합
니다. 자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도 의연하게 대처하
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팔자타령을 하고 운명
을 탓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음식이나 옷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보
내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추억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추
억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극
진한 사랑을 받은 추억, 또 지극히 사랑했던 
추억, 아픔과 기쁨을 함께 했던 추억, 함께 역
경을 이겨낸 추억, 온 가족이 힘을 합하여 함
께 이루어낸 성취, 온 가족이 함께 했던 여행, 
그 모든 추억은 사람을 일평생 행복하게 합니
다. 금년 가정의 달에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
든 가정에 두고두고 기억할 멋진 추억하나 더
해 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허용구 목사
뉴욕한인연합교회 담임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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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을 May라고 하는 것은 위대
하다는 뜻의 라틴어 “maior”에서 
온 것입니다. Maior는 고대 로마 
신화 속의 성장의 여신, 또는 어
머니의 신이라 불리는 maia 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엔 Mother’s Day가 있는 거구요. 
Father’s day는 그냥 다음달에 

하나 넣어 준 것이라는..고로 5월
을 May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라나는 계절이라는 뜻이라
지요. 교회 잔디도, 잡초도 더불어 
막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도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5월을 맞
이하는 우리교회는 말씀이 풍요로
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풍요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말

씀,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물을 주
어야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가 다 다릅
니다. 예배에 제일 어려운 것은 설
교보다 온도 맞추는 것입니다. 누
구에게 맞추어 드려야 할까요? 체
중으로 할까요? 나이로 할까요? 
성별로 할까요? 아니면 온도 조
절계를 쥔 사람 마음대로 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까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해 온 
방법입니다.

법정 온도로만 하는 겁니다. 겨
울에는 실내온도를 68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70
도를 유지했습니다. 여름에는 법
정 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습도
에 따라 이 역시 70도 정도에서 맞
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
라도 그날 건강의 상태에 따라, 감
기, 갱년기, 알러지, 기분과 감정
에 따라 온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
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 얇은 
외투를 하나씩 가져오시면 어떨까
요? 교회에 보관해 드리면 좋겠지
만 아시다시피 지금 주보 사서함
도 없애야 할 판이라.. 만약 추우
시다면 입으시고 더우시면 벗으면 
되니까요. 내 몸이 느끼는 데로 온
도를 올리고 내리면 다른 사람에
게는 분명 또 다른 온도가 되어버
리니까요.

아이티에서 예배 드리면 땀이 범
벅이 됩니다. 그곳 예배시간은 보
통이 2시간이 넘어요. 알라스카에
서 장례식을 하면 성찬식을 하는
데 포도주 잔에 입을 델 수 없습니
다. 얼어 붙어버리거든요. 조금 춥
고, 조금 더운 것 한 시간인데 참
으실 수 없을까요? 한 시간만 참으
시는 분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
리는데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
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
복합니다. 교회입니다. 집이 아닙
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150명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참으십시다.

고 /훈 /칼 /럼

고  훈 목사
하은교회 담임

온도차이

오피니언

이/계/자/칼/럼

부모가 되었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감도 크지만, 자신이 
부족한 부모 임을 깨닫게 되는 순
간 밀려오는 죄책감 또한 만만하지 
않다. “부모가 되면 어떻게든 부모 
노릇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가 커 갈수록 부
모의 자리가 점점 어렵게 느껴진다
고 고백하는 부모들이 많다. 필자
도 예외가 아니다. 여러분은 자신
을 어떤 부모라고 생각하는가? 여
러분이 느끼고 있는 부모로서의 죄
책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들에게 완벽한 엄마가 되어주
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껴 이에 속죄하듯 아들을 잃은 
후 17년 동안, 아들이 그렇게 끔찍
한 일을 저질렀던 이유를 찾기 위
해 매진했던 엄마가 있다. 그녀는, 
1999년 4월 20일, 자신들이 다니던 
컬럼바인 고등학교(리틀턴, 콜로라
도 주)에 권총, 반 자동 소통, 사제
폭탄으로 무장하고 난입하여 학생
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한 뒤(이
사고로 13명이 목숨을 잃었고, 24
명이 부상을 당함)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두 명의 가해자 중 하나인 
딜런 클리볼드의 엄마 수 클리볼드
(Sue Klebold)이다.
그녀는 긴 속죄의 시간을 지내

면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A mother’s Reckoning: 어머니

의 벌)” 라는 책을 펴냈다. 그렇
게 하는 것이 엄마로서 완벽하게
(?)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고 당
시, 장애아들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녀는 누구보다도 
아들 딜런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끔찍한 일을 겪
고 나서야, 그렇게 소중했던 작은 
아들이 무고한 생명들을 해친 가해
자가 된 후에야 진실을 깨닫게 되
었다. 엄마인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들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딜런이 가족 몰래 술을 마셨고, 친
구와 무기들을 사 모았으며, 지독
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삶을 마
감하기로 결심했다는 것, 우울증에 
빠져있었다는 것을 자신은 몰랐다
고 하면서 착한 아들이라고 믿어 
왔던 아들로 하여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만든 괴물(?)이 무
엇인지를 어떻게든 밝히고 싶었다
고 했다. 수 클리볼드가 가졌던 죄
책감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부족한 부모인 것 같다’ 라는 죄책
감으로부터 자유로운 부모들이 있
을까? 아무리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한다 해도 어느 면에선가 한계
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부모도 아
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본성을 지
닌 유한한 인간’이기에 부족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그럴 때마

다 ‘죄책감’이라는 녀석이 마음 속 
허름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자
리를 잡기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
지는 것이다.
부모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

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부가 불화하여 다툼이 잦아 아이
들에게 불안감을 줄 때, 부모의 이
혼으로 한 부모 가정이 되었을 때, 
재혼 가정을 이룬 후 불협화음이 
생길 때, 미혼모 가정이어서 양육
환경이 열악할 때, 부모로서 죄책
감이 클 수 있다. 이뿐 아니다. 경
제적으로 빈곤하여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
할 때, 맞벌이 생활로 분주해서 자
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지 못
할 때, 그래서 어떻게 자녀의 마음
을 읽어주어야 하고 소통해야 할 
지 모를 때, 부모 자신이 원 가정
에서 받았던 상처가 해결되지 않
아 툭하면 아이들 앞에서 분노 조
절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찾아오
는 죄책감은 부모의 마음을 사정
없이 흔들어 놓게 된다. 수 클리볼
드가 가졌던 죄책감과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죄책감은 아들 딜
런에게 좀 더 완벽한 부모가 되어
주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하
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과 거리
가 멀었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느끼는 죄책감은 인간의 한계를 깨
닫게 하고, 그로 인해 전능하신 하
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간구하게 
해주는 동인(動因)이 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

는 죄책감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
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죄책감의 무게에 눌려 우울한 삶

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게리 토마
스는 자신의 책(부모학교)에 이렇
게 쓰고 있다. “죄책감도 쓸 데가 
있다. 잘못 했을 때 우리는 마땅히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치료책이 있다. 

당신의 죄책감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죄책감의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당신이 부모로
서 부족했음을 고백하되, 그러나 
약점 많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자
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그 못지 않은 에너지를 쏟으라. 
그러고 나서 이 동일한 자비를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부모에게
도 베풀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
지만 죄책감을 ‘예배의 부름’으로 
활용하면 부모의 죄책감이 하나님
과 친밀해 지는 길로 바뀔 수 있
다. 죄책감은 흉포한 현실이요 영
원한 저주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
미암아 치료책을 마련해 주셨다. 
한 때 치명적인 것이던 것이 지금
은 우리 삶과 마음과 영혼에 긍정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죄책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
게 한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

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들을 위한 죄책감의 건강한 역
할 중 하나다. (둘째) 죄책감은 우
리에게 더 잘 하려는 동기를 준
다. (셋째) 죄책감은 우리에게 하
나님의 공급하심을 일깨운다. (넷
째) 죄책감은 우리에게 자비를 사
랑하도록 가르친다. (다섯 째) 죄
책감에는 긍정적인 ‘숨은 뜻(자녀
양육과정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변화되는 것)’이 있다. 이거
야 말로 죄책감 뒤에 숨은 보화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

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
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부모의 죄책감과 하나님의 자비

이계자 사모
뉴욕가정사역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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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
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은혜를 감
사하자. 만약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
시지 않으셨다고 가정해보자. 그렇
다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겠는가? 
행복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이 시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

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야 말로 기쁨과 행복
과 만족과 보람과 감사를 느끼는 귀
한 일인 것이다. 부모인 우리가 자
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
엇인가? 그냥 무조건 잘 해주는 것
인가? 자녀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그래서 아무런 부담 
없이 편하게 살게 해야 하는가? 그
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
고 자식들 편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해도 되지만 성도인 우리는 절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 그것이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
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식들 편하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
이지,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랑은 맹목적

인 사랑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왜곡된 사랑인 것이다. 자녀들이  하
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내버려 두
는 경우에 그렇게 살면 자신들은 편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인생
은 복된 인생이 아닌 것이다. 왜냐? 
복의 근원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
생을 사는 자녀는 살았다하는 이름
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이기 때
문이다. 그 죽음은 영원한 사망, 지
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인 
것이다. 마치 꽃병에 꽂혀있는 꽃처
럼 잠시는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은 죽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
실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불행한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담이 된
다고,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지옥 불을 향해서 달려가도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
다.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가? 부모인 내가 천국과 지옥이 분
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옥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라
는 사실을 믿는다면, 자신은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을 믿으면
서 어찌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 몰라
라 할 수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
다는 사실을 믿는 부모는 절대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으로 가도록  방치하
는 것이다. 지옥불로 향하여 가도 상
관이 없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

지 않고 있어도 그냥 내버려두고 있

다면, 천 길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
가고 있는 자녀들을 그냥 구경만 하
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무엇이 다른가? 길이요 진리요 생

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자녀들은 영원한 지옥
인 멸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
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
랑한다면 자녀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 일 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또한 급한 일이 없다. 절
대로 미룰 수 없고, 연기할 수 없
는 일이다. 
다음에 예수 믿도록  해야지, 천천

히 예수 믿도록 하면 되겠지, 차 차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미루다가, 어
느 날 갑자기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
리면 어찌한 단 말인가? 그때는 아
무리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은 것 
아닌가? 그러므로 때늦은 후회를 하
지 말고, 지금 현재 기회를 주실 때, 

지금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것
이 중요하다. 
그일 만큼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생명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는다면 그러한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녀들을 구
원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소원하자.

박철수 목사
익산봉곡교회 담임

참된 자녀 사랑

노/승/환/칼/럼

오마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
출되었던 선거를 거의 한 달 앞두
고 미국 흑인사회를 중심으로 선거
문구 하나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
했습니다. 이메일과 휴대전화 Text 
message 로 이 문구가 퍼지기 시작
하면서 어떤 선거 전문가들은 이 문
구 때문에 그동안 거의 투표하지 않
았던 많은 흑인 젊은이들이 선거장
으로 나섰고 대선의 대세가 결정되
었다고 까지 말합니다.
Jay-Z 라는 흑인 Hip-Hop 가수가 

지었다는 말도 있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선거문구는 이렇습니다: “Rosa 

sat so that Martin could walk. 

Martin walked so that Obama 
could run. Obama Ran so that our 
children could fly!” 
“로사가 앉았기에 마틴이 걸었다. 

마틴이 걸었기에 오바마가 뛰었다. 
오바마가 뛰었기에 우리 자녀들이 
날을 것이다!”
1955년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Rosa Park 
여사가 백인들 자리로 지정된 곳에 
앉자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버
스 뒤로가 앉으라는 운전사의 말을 
거부해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
었습니다 (Rosa Sat).
그로부터 거의 10년 후 1963년 8월

23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 워

싱턴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
으로 평화 행진이 (Martin Walked) 
열렸습니다. 킹 목사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
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몇 십 년이 흘러서 오

바마가 대통령선거에 출마 (Obama 
Ran)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서 오바마는 우리 (흑인) 자녀들
이 날 수 있도록 (Children Fly) 할 
것이라고 이 선거문구는 말하고 있
습니다. 저는 흑인도 아닌데 이 문구
를 읽고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
니다. 많은 한인들이 이곳 미국까지 
와서 힘들고 고된 이민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분명 자녀들

을 위해서 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도 오고, 그래서 이 낯선 땅에 
정 부치고 살려고 갖은 노력들을 하
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미국 

흑인들에게 배워야겠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기존세대가 

힘을 합해 희생하고 우리를 밟고 우
리 자녀세대가 힘찬 도약을 할 수 있
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한 개인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토론토의 한인 교회들은 물론이고 
한인사회가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
를 내고,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밑
거름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

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물들로 키워내려면 우리 한
인사회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한번 날아보지 않겠습니까? 

So that our children could fly!  

노승환 목사
토론토 밀알교회 담임

우리 자녀들이 날수 있도록 
(So that our children could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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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안민성

84-58 248 St. Bellerose, NY. 11426

516-27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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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7 32nd Ave.Flushing NY 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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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수요찬양

예배 오후 8:30 금요중보기도회 오후 8:30 

EM예배 오후 2:2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담임목사 문덕연

199-03 32nd Ave Flushing NY 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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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참교회

퀸즈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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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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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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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배 오후 8:00 | 새벽기도회 오전 6:00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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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는교회

주일예배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EM 오후 12시 30분 | 유년주일학교 오후 12시

수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시 

토요한국학교 봄,가을 매주 토

담임목사 김연수

145-15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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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수정성결교회 
담임목사 황영송

2567 College Point Blvd. College Point, NY 11354

T)718.461.9800 | nysoojung.org

담임목사 장동일

뉴욕한인연합교회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오후 예배 오후 3시

삼일 기도회 수 오후 8시30분 

담임목사 허용구 

7618 4th Ave. Brooklyn, NY 11209

718.833.4146 | www.ukcny.org

푸른초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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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방주교회

주일예배 오전 11시 | 주일학교 오전 11시. 

E M 오전 10시 | 수요성경공부 오전 10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오전 6시30분(토)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중보기도회 오후 8시 30분(목)

토요한글학교 오전 9시-오후 1시

담임목사 김천수

주일 예배 오전 11시 30분  아침예배 오전 7시(월-토)

주일 어린이예배 오후 12시 15분

주일성경공부 오후 2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34-30 150Pl. Flushuing, NY 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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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기쁨의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수요성경공부 오전 10시 30분 

새벽기도회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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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34 35th Ave, Bayside, NY

본 지면은 기독뉴스를 후원하는 교회와 단체, 기업을 

소개하는 면입니다. 후원비는 분기별 $100입니다. 

후원교회안내

주일예배 오전 10:30,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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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제자들교회

뉴저지예수드림교회

담임목사 김용철

주일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8시 15분

33-37 146th St. Flushing, NY 11355 

Tel : (718) 683-0191 

가나안입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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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725-9316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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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 이기응

담임목사 박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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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복선교회

대표 이추실 목사

퀸즈한인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11시

장애인 예배 오전 11시 | 3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금요영성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89-00 23Ave, East Elmhurst, NY 1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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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교회안내

담임목사 허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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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내츄럴은 뉴욕기독교방송 CBSN을 후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