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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부 10주년을 돌아보며...중국교포부 10주년을 돌아보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컬럼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컬럼

말씀으로 돌아가자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 디모데전서 4:5 -

아가페
묵상

아가페
묵상

성경 성경성경 성경==
=聖經 聖耕聖經 聖耕=

(거룩한 경작)(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거룩한 경작’ /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구어 지는 우리’

‘성경(聖經)’은 ‘성경(聖耕)’이다.

성경적 삶은 종교적 신앙이기보다는 참된 인간의 삶 그 자체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성령으로 바로 살아야 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요한복음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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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부르신 10년

이 성전에 세우신 10년

중국교포부 10주년

소명에 순종하며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https://kapcq.org/agape/pdf/2017_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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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g Message in My Life

“Now after John was arrested. Jesus came into Galilee,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and saying,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Mark 1:14-15) 

Of course, I had love for my life. 
My family was so important to me.

Church was my everything. 
Evangelism for my own country moved my heart so much. 

Missions to all the nations was my life task, which I would never stop.   

But, after I heard the words, “The Kingdom of God”, 
I realized that my view had been too shallow. 

Beyond myself, my family, the church, my own country, and all nations,
“The Kingdom of God” captivated my heart. 

Jesus’s message that the Kingdom of God is the gospel,
though I realized it a little late, was definitely, without a doubt, a big message to me.

내 인생의 큰 말씀내 인생의 큰 말씀

물론, 제 자신에 대해 애정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너무 소중했지요.

교회는 늘 저의 전부 같았습니다.

“민족복음화”라는 단어는 저의 가슴을 울렁이게 했습니다.

열방선교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주제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새겨듣고는 

저의 생각이 그 동안 너무 좁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 가족, 교회, 민족, 그리고 열방조차 뛰어넘는 주제,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임이라고 일러주신 것을

다소 늦게 깨달았으나,

내 인생에 큰 말씀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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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14-15)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What is your favorite verse in the Bible? What passage has 

spoken to you and impacted you the most? We all have so 

many passages that have shaped our lives. One in 

particular, comes to mind for me. This is the passage that 

God used to call me into ministry. 

Back in 2005, I was at a crossroads in my life, about to 

make a decision that would change the course of my 

future and career. I was deciding whether I should attend 

business school for an MBA or go to seminary for an MDiv. 

As I took some time to fast and pray, God spoke to me 

through His Word in 2 Corinthians 3:5,6-

 “Not that we are sufficient in ourselves to claim anything 

as coming from us, but our sufficiency is from God, who 

has made us competent to be ministers of a new 

covenant.”

At that moment, I felt God speaking directly to me. His 

words jumped out from the pages and into my heart.  I 

sensed God was asking me, “Peter, where is your 

sufficiency? Where is your dependency? For your entire 

life, you’ve been dependent on yourself, trusting in your 

abilities to get ahead in life. Going away to college, 

supporting yourself financially, living independently…”

That’s when God challenged me… “Peter, do you believe 

that I am in control of your life? Will you now depend on 

ME? Will you trust in me? Will you trust that I have a plan 

for your life? Will you believe that I will provide for you, in 

every aspect of your life, whether it’s your career, 

finances, or future relationship? Will you let go of your 

dependence on self…and begin to depend on ME?”

In brokenness, I responded to Him, “God, I don’t know 

what the future holds, but I will commit to depend on 

you…for you are my sufficiency. I will answer your call.” 

For the first time, I surrendered my control of my life over 

to God, by placing my trust in Him. And He led me to the 

The Spirit 
Gives Life

김도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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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Peter D. Kim(QPEM)

Not that we are sufficient in ourselves to claim anything 

as coming from us, but our sufficiency is from God, who 

has made us competent to be ministers of a new 

covenant. - 2 Corinthians 3:5,6 -

path of seminary at Trinity and eventually back here at 

KAPCQ to shepherd the flock at QPEM.

I am grateful that I have experienced a genuine joy in 

ministry. But there are days when I feel overwhelmed with 

responsibilities and burdens.  Sometimes, I feel that the 

pressures and weight of having to shepherd people 

becoming almost too much to bear. In those moments, 

God reminds me of the verse that He used to call me to 

ministry. 

I am encouraged and comforted, knowing that my 

competency does not come from myself. My competency 

as a minister comes from God, who made me competent 

as a minister of a new covenant. I pray that we would all 

remember this truth and live it out each day, that God has 

made every one of us competent, to be ministers of a new 

covenant. A covenant where we can find our dependency 

and sufficiency on Christ alone. For as Jesus says, in 2 

Corinthians 12:9,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Thank 

God that His grace is enough for us all.

Soli Deo Gloria!

말씀의 달 특집 - 내 인생의 큰 말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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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임직예배

10월 29일(주) 오후 4시

축복이 흐르는 효도잔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내 가까이에 나의 부족을 메워 줄 사람을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사울왕에게는 지혜로운 사무엘이 옆에 있었지만 그를 외면했습니

다.

다윗에게는 옆에 요나단이 있었고 그의 지혜로운 조언을 잘 받아들

였습니다. 

내 옆에 보배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3. 내 앞에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고, 모세의 옆에는 아론과 아내가 있

었고, 모세의 앞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

님이십니까? 

모세 앞에 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

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계속 

반복하여 거론하시는 것은 모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 계신 하나님은 모세 자신만을 위한 삶을 뛰어 넘으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라고 하십니다. 그 손

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나병 든 손을 품에 넣었다고 내어보라고 하십니다. 그 손이 본래

의 살로 되돌아온 것을 봅니다. 

모세 앞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지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진 인생, 허물어진 관계,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민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깨끗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평생 강도로 살다가 아주 흉악한 죄를 범해 사형수가 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도 고치시어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살라는 하나

님이시며,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잘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심을 알

게 되었습니다.

내 손, 내 옆, 내 앞을 잘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평범한 것으로 이적을 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옆의 사람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

이 아닙니다.

나를 돕는 자들이고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쓸 동역자들입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내게 큰 비전을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신 하

나님이십니다.

내 손, 내 옆, 내 앞에 눈이 열렸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런 발견과 결단과 헌신이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거 하는데 사용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데 사용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아

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야구공 하나로, 골프채 하나로, 악기 하

나로, 글을 쓰는 연필 하나로, 그림 그리는 붓 하나로, 내 손의 운전

대로, 내 손의 머리 깎는 가위로, 내 손의 요리하는 도구로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손에 있는 평범한 것이 이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손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들고만 있지 마십시오, 평범하게만 사용하지 마

십시오.

평범한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십시오.

2. 내 옆에

내 손에 있는 평범한 것으로 이적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누가 있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세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

을 보고도 모세는 여전히 자기는 말을 못하니 갈 수 없다고 보낼만

한 사람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은 노하시

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옆에 모세의 부족을 메어 줄 그의 형 아론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말을 못하는데 아론은 말을 잘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말 못하는 것에만 집중했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옆에는 말 잘하는 아론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아내가 아니었다면 모세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죽었

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다시 보

시겠습니다.

(출 4:24)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

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모세가 불순종 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아이들은 태어난 지 팔일 만에 할례를 주어야 하는데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은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남편 모세가 일도 하기도 전에 아들의 할례문제로 죽어야 하는 상

황을 깨달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즉시 행동에 옮긴 것이 있습니

다. 아들에게 할례를 준 것입니다. 

(출 4:25)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출 4:26)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

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는 아내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나를 위해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있게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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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같은 말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2017년 9월 10일  출애굽기 4:1-31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I am Who I am)”이라고 

대답하시면서 스스로 설명하시기를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사

명을 펼쳐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겁쟁이 모세가 당당해진 이유

는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진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

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모세의 눈을 새롭게 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뿐 아니라 모세의 옆에, 그리고 모세의 앞에 무

엇이 있고 누가 있는지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세의 눈이 자기 손에 

있는 것,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고 겁쟁이에서 용감한 전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 내 옆, 내 앞에 대해 눈이 열리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용사

가 됩니다.

1. 내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

니다. 

손 자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손에 무엇이 들려지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다고 의심

할 것이라고 계속 핑계를 댈 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쉬운 질문이고 답변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입니다”라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지팡이는 양을 치는 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던 평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지팡이가 놀라운 이적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 놀라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 4: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미 모세의 손에 있었던 평범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가 이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

- 설교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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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같은 말씀

말씀의 달 특집 - 내 인생의 큰 말씀

https://youtu.be/yqFI1Aq3vVo


‘ 말씀으로 돌아가자 ’

김재형 목사

거부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시 카톨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거

부하였을 때, 그 사실 자체로서 카톨릭은 진정한 교회 되기를 거

부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며,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 카

톨릭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 구원의 소식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

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님께서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

지도록 신실하게 교회를 지키셨으며 지금 이 순간도 지키시고 계

십니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번째로, 개혁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

을 살펴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았을 때 잘못된 부분들

은 미련없이 내려놓고,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 지체된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인 상태를 살

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

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 임하는 그 날까지 그 사실을 늘 인지하고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가르치고, 은혜의 복음을 밝히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시대의 풍조나 교회의 전통들, 우리 자신들이 만들

어낸 고정관념들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우상화 되고 

있지는 않은 지 늘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이단들이 

4-5세기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도신경

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니케아 신조가 바로 이때 만들어졌습니

다. 5세기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칼세

돈 신조가 이 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학적 논쟁도 종

교개혁에 있었던 이 논쟁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논쟁이었을까요? 중세시대를 거쳐14-15세기에 있었던 이 논쟁은 

바로 “칭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칭의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1:17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

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

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

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틴루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칭의는 교회가 서느냐 넘어지느냐

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리스도인

의 삶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안에

서,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 입니다. 이 복음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

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교회가 교회되게하는 본질이기 때문입니

다. 복음이 없는 기독교, 복음이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이 구

원의 사실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며 복음을 

- 종교개혁의 성경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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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컬럼

일이 생각처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1. 돌아보라

어려울 때는 현실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잃어버린 나를 찾는 시간

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소중한 열매를 갖게 될 것입니다.

2. 기다리라

일이 생각처럼 안 될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

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3. 감사하라

일이 바라던 대로 안 될 때 자신을 돌아보고 그 때를 기다릴 뿐 아

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의 감사신앙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돌아봅시다. 그 날을 기다립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

니다.

일이 생각처럼 
안될 때

 2017년 9월 17일  출애굽기 5:1-23

구원받은 자 모세와 구원자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절망적인 상태

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 구원받은 자

모세의 어머니는 그가 낳은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고, 더 이상 숨

길 수 없을 때 갈대상자에 넣어 그 아들을 나일 강가 갈대사이에 

둡니다. 

방주 안에 넣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입

니다.

죽음에서 절망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 모세입니

다.

2. 구원자

모세는 현실의 편안함을 거절하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더 큰 가치

가 있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오해를 받았지만 기쁨으로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무엇보다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합

니다.

모세는 상처와 아픔과 오해와 죽음의 고통을 먼저 맛보시고 죽음

에서 일어나시어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구원자

 2017년 8월 27일  출애굽기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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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사명으로 부르고 있으십니다. 

1. 과거에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란 단어와 여호와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창조, 섭리, 통치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실 때 

주로 사용됩니다.

여호와는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

하시는 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지난 날 천지를 창조하셨고 섭리하셨고 그

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2017년 9월 3일  출애굽기 3:1-22

2. 현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다 떠납니다. 하지만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3. 미래를 열어 가시고 빈손을 채우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복 주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빈손으

로 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

려울 것이 없습니다.

꿀 같은 말씀

소통하는 다민족교회소통하는 다민족교회

한마디씩 배워요 ^^한마디씩 배워요 ^^

굿 모닝

짜우 샹 하우

Joun A-chim Imnida

Zǎoshang hǎo

도브로에 우뜨로

좋은 아침입니다

Доброе утро

gud moning

좋은 아침입니다

Dobroe Utro

Good Morning

早上好

https://youtu.be/nvtxj3Px0JE
https://youtu.be/viSzJEQX7nM
https://youtu.be/1bDAFjmqngo


 종교개혁이란 종교개혁이란

종교 개혁(독일어: Reformation, 영어: Protestant Re-

formation) 또는 교회 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종교 개

혁가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

을 비판하는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발표로 시작된 사건

으로, 부패한 교회를 오직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새롭게 변혁시키고자 했던 신학운동

이다. 교회 개혁의 영향은 중세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로 

부터 시작되었다. 인문주의자들의 방법을 통하여 성경을 

원문으로 해석하고 오직 성경을 강조함으로써 성경의 권

위를 교황과 교회와 사제들의 권위 위에 두게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교회를 미혹하지 않도록 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성경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함을 기억하여야 합니

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 가사를 보면 종교개혁 당시 

기독교인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친척과 재

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

하리라” 공격은 교회의 안과 밖에 늘 존재합니다. 성도들은 늘 자

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불사했습니다. 성도님

들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만큼 중요한가요? 신앙이 얼만큼 

중요한가요? 늘 진리의 말씀을 살펴 보며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은혜

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받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회복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

더라” (사도행전 4:11)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복음을 빼면 그것

은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복음이 전부임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삽시다. 

* R.C Sproul 의 Faith Alone 이라는 책과 Gospel Coalition conference 2017년의 
   주제였던  종교개혁 관련 내용들을 인용 하였습니다.

간된 구약전서를 합쳐 구역 성경전서라고 한다. 이 시기까지는 주로 중

국 한자어에 익숙한 한국의 학자들과, 영어에 익숙한 선교사들이 나뉘어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였다고 한다.

3. 성경전서 개역(1938년)

1911년 번역된 구역을 개정하여 1936년에 출간된 구약성경과 1938년

에 출간된 신약성경을 합쳐 성경전서 개역이라고 한다. 개정작업은 문어

체 번역의 개정보다는 바뀐 한글 맞춤법을 따르는 데 큰 비중을 두었다.

4.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61년)

성경전서 개역판의 번역을 일부 수정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맞춰 한 

번 더 개정한 것이 현재의 개역한글판(1961년) 성경이다. 대부분의 기독

교 교회에서 반세기 이상 거의 모든 교단이 공인한 표준 성경이었다. 그

후 표준새번역이 등장했고, 개역한글판을 개정한 개역개정판이 등장하

여 지금은 다양한 공인 성경이 존재한다. 

퀸즈장로교회는 2014년도까지 개역한글판 성경을 사용해왔다.

5. 표준새번역(1993년), 새번역(2001년)

표준새번역은 개신교 대한성서공회에서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이며, 

1993년에 완성되었다. 원어 번역 성경이다. 주요한 특징은 쉬운 우리말 

번역, 히브리어 네 글자로 된 하나님의 이름을 '주'(LORD)로 번역, 관습

적으로 남성으로 쓰인 '형제'와 같은 말을 평등하게 번역하였다. 2001년

에 나온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공식적인 이름은 '새번역'이다.

6. 개역개정판(1998년)

1938년에 발행된 개역을 바탕으로, 문체는 그대로 두고 원전과 비교하

여 몇가지 단어상의 문제에 대한 수정을 거친 역본이다. 대한 예수교 장

로회 내 대다수 교단과 기독교 대한 감리회 등에서 표준 성경으로 인정

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에서는 2015년부터개역개정판 성경을 표준성

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 그밖의 번역들

한국의 개신교 출판사들은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더욱 읽기 쉽게 하기 

위해 한국성서공회와 관계없이 읽기 쉽게 만들어진 성경을 자체 번역하

였다. 이를 사역 성경이라고도 한다. 이 번역들은 다음과 같다

1. 현대인의 성경: Living bible(TLB)의 한국어판이다. 생명의 말씀사에

서 펴냈다.

2. 현대어 성경: 성서원에서 현대어 성경이 나왔다.

3. 쉬운 성경: 아가페 출판사에서 출판, 일부 교회에서 교회학교용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부 신자들도 사용하고 있다.

4. 우리말 성경: 2004년 두란노에서 자체적으로 새로 번역한 성경이다.

* 퀸즈장로교회의 영어성경

퀸즈장로교회의 영어성경은 오랜동안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영어성

경인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사용하다가 3년전 ESV (En-

glish Standard Version)으로 변경되었다. ESV는 원문의 의미의 미묘한 

차이들을 가능한 한 그대로 옮기고자 하였기 때문에 성서연구를 위하여 

적합할 뿐 아니라 낭독과 설교, 개인적인 독서와 묵상, 그리고 학문적이

고 경건한 연구와 성서 암송에 적합하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6,500여 개의 언어 중, 신,구약 성경이 모두 번역된 수

는 438개 언어이고 신약만 번역된 것은 1168개 언어다. 그리고 단편만 번역

된 수는 848개 언어에 이른다.이 중에 한글 성경을 중심으로 어떤 종류의 성

경이 있는지 말씀의 달을 맞아 알아 보도록 하자.

1. 초기 번역

최초의 한국어 성경은 1882년에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매킨타이어에게서 한문 성경을 전수받은 서상륜, 백홍준 등이 이를 한국

어로 번역함으로써 나온 <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이다. 

2. 옛번역(구역) (1911년)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하여 1900년에 출간된 신약전서와 1911년에 출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 성경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 성경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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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컬럼

파란 하늘과 풍성한 과일과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많은 열매를 맺고 있나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항상 꽃길을 걷는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는 때

때로, 아니 산너머 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텐데요. 윤지영 

영아부 부장 권사님의 삶에서 가장 큰 힘이 된 말씀입니다 . 

권사님은 6년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힘드실때마다 되뇌이며, 위로받은 말씀입니다. 어려울때 혼자라

고 생각될때 힘이 되는 말씀, 지금 힘드십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

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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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달 특집 - 내 인생의 큰 말씀

‘ 내 인생의 큰 말씀 ’

말씀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 줍니다. 천국으로의 길을 열어줄 뿐 아니라 지도를 찾아 확실한 길을 갈 수 있듯이 살아 생전에 

성령님의 인도로 방황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일찍이 믿음의 선진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붙잡고, 혹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삶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에는 나침반이 되어주는 어떤 말씀이 있으신가요? 

10월 말씀의 달을 맞아 퀸장 가족들의 영혼을 붙잡은 '내 인생의 큰 말씀'들을 소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 이사야 41 장 10절 -

윤지영 권사

결혼을 하고 시댁의 가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일지 묵상하며 찾은 말

씀이 시편 117편 말씀입니다.

가훈이 아니여도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영광받으시기 위함이고 

저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으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누구나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교회 밖의 일

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보다는 제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조그만 희생도 허용하지 않고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찬송할지어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

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 시편 117편 -

한선일 집사

그런 상황에 놓일때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으로 맞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되어질 때 이것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이 되어진

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고, 저희 가정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1953년 세브란스 간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외모에 자신이 없던 

터라 기회가 닿으면 성형수술을 하리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

다.  전공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던 즈음 외과를 가르치시던 임경식 

교수님께 어떻게 하면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부

탁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잠언을 잘 묵상하고 명심하고 실천하

면 아주 이쁜 얼굴로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말

씀을 친필로 일일이 써가며 가슴에 명심할 문구를 찾게 되거든, 

실천하고픈 구절을 찾게되거든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예쁜 얼굴을 갈망하던 내 소망의 답은 메스나 수술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언 31:30에 있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

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을지 몰라도 분명 그 시기에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말씀성형 미인’으

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 잠언 31:30 -

박금수 권사



하나님이 우리 가족 4인(큰 아들 6살 막내아들 1살)이 이민 올 때 

주신 말씀입니다. 김포공항에서 200불 환전한 후에 비행기를 타

고 뉴욕에 토요일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주일엔 교회가서 예배 

드리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 일찍 서브웨이 타고 맨하탄에 나가서 

신문을 사서 구인란을보고 전화를 하고 공장으로 찾아가서 인터

뷰하고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20여년간  달려오고 

있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된 첫 주는 어렵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루즈벨트와 파슨이 만나는 곳에 있는 아파트를 구해서 살게 되어 

본교회에 등록하고 운전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열린 유아원 다

니던 막내가 이젠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멀리 가족 

여행 한번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저희 가정도 미국에 정착되

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역대

상 28장20절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유

언으로 남깁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묵상하는 말씀

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제까지 인도

하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자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물려 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차광혁 집사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

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

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 신 명기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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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고 이제는 두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지

만 때때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연약해지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

잡고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해결책임을 알게 해주신 주님

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 이사야 41: 10 -

이복임 집사

2년전 이맘때쯤, 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크고 두려웠던 일

이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고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감당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와 닿지 않던 말씀이 두

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나니 바로 저를 위해서 특별히 해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사 41:10)을 붙잡고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두렵고 떨리던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붙

들어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의로우신 

오른 손으로 저를 꼭 붙드셨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

신 참 평안을 누리던 그 때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두려운 일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된 

복된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여러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이 많이 있겠지만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으로 능히 이기며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의지하

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천국가는 그 날까지 항상 저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1989년을 보내고 1990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예배를 

통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989년 10월경 나의 남편인 이영

우 장로님은 갑자기 몸이 약해지며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 겨울 병

세가 악화되어서 12월 26일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며칠 뒤 송구

영신예배에 남편을 병원에 놓고 혼자 참석한 저는 장영춘 목사님

께 이 성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열흘 뒤.. 1990년 1월 10일 우리 이영우 장로님은 하늘나라

로 떠났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오 남매를 키우

며,  힘들때 어려울때 마다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내며 살아왔습니

다.  나를 굳세게 해 주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구영신예배를 
통해 주신 
나의 성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 이사야 41: 10 -

이숙자 권사

나의 인생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때 내게 가

장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

게서로다.”

이 121편의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와 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

다.” 의 말씀으로 내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귀한 말

씀이 되었습니다.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

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

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

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

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 시편 121 -

최봉순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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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달 특집 - 내 인생의 큰 말씀

큰 아이 하은이가 유치원을 다닐 무렵 퀸즈장로교회로 오게 되었

습니다. 몇년을 열심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

니다. 어느날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는데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말

씀중에 유독 ‘연습’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습하면 되고 지금 할수 있고 살아 있기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 어떻게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지를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왔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위한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기위해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 디모데전서 4:7 -

이우정 집사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시편 28편을 특히 좋아하며 1-3절과 6-7절은 암송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 입니다.  6.25 전쟁을 통하여 시작된 

나의 제 2의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감당해

야 하는 어려움과 평생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지친 상황 속에

서도 하나님의 변함 없는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지금 이 자

리에 없습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일생 중 가장 고통 당하는 중에도 중심이 하

나님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 하심을 믿는 그 믿음과 간구하는 모습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늘 그렇게 살기를 소원했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

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의 대를 이루는 귀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말씀과 기

도로 주님 의지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허숙영 권사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 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

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 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

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 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 시편 28:1-3 -

여호와를   찬송함 이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 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

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 시편 28:6-7 -

새 성전 건축을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위한 바자회바자회

10월 14일 토요일10월 14일 토요일
퀸즈장로교회 주차장퀸즈장로교회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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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구원의 부름, 제자의 부름, 제자삼는 자의 부름구원의 부름, 제자의 부름, 제자삼는 자의 부름

소유영 전도사의소유영 전도사의

요즘 제 7기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이 시작되면 누구보다 바빠지시는 

장년성경공부위원장이시며 제자훈련을 맡고 계신 홍승룡 장로님을 만나뵈었습니다.

요즘 제 7기 제자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이 시작되면 누구보다 바빠지시는 

장년성경공부위원장이시며 제자훈련을 맡고 계신 홍승룡 장로님을 만나뵈었습니다.

1. 가족 소개와 교회에서 맡으신 부서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가족은 홍정희 권사와 함께 있고, 딸 민정, 사위 도널드, 손자 

브라이슨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아들 용식은 유타주에 있습니

다. 지금은 장년성경공부와 제자 훈련을 섬기고 있습니다. 

2. 그 동안 제자훈련과 영성훈련, 사역훈련을 졸업한 숫자를 말씀

해 주세요.

 제자훈련은 1기에서6기까지 총276명입니다.  제자훈련7기가 시

작했고, 영성훈련 3기까지 107명, 사역훈련 1기 16명, 그래서 총 

490명 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

3. 퀸장의 제자훈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퀸장의 제자훈련의 

의미와 특징과 다른 교회 제자 훈련과 다른 점은요?

목사님께서는 27년 전에 제자훈련 1기 교역자, 지도자 훈련을 받

으셨어요. 그 후 27년간 사역하시는 곳마다 제자 훈련을 하셨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영성훈련, 사역훈련을 set up하셔서 

책자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자훈련 7기가 시작됐

고 김성국 목사님의 제자훈련 사역은 ‘전교인의 그리스도의 제자

화’가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가지 훈련을 다하는 교회는 없

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자훈련 하는 교회는 더러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훈련 교재는 담임목사님께서 퀸즈장로교회 이름으로 

만들어 지금 사용 중입니다. 

제자훈련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나 중심의 그리스도인

에서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로 살고,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영성

훈련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이며 예수님을 

닮음 안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있는 영성을 찾고 만들어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역훈련은 1) 관계사역(on Christ) 2)치유사역(in Christ) 3) 

훈련사역(under Christ) 4) 기도사역(with Christ) 5) 섬김사역

(for Christ) 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숨쉴 때마다 생각하며 동

행하며 제자로 섬기고 제자를 삼는 일에 All in 하는 것이 목표입

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4. 제자 훈련을 마치신 분들께 부탁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

다면요?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최고의 MVP포수 Yogi Berra (1925- 

2015) 가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

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우리의 신앙 경주는 즉, 그리스도

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

리를 부르실 때, 성화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축복된 삶을 나누

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섬김은 많이 알수록, 나이가 들수록, 교회 직분이 중할수록 그분들

이 머리 숙일 때 효과가 극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훈련 받은 분들의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은 뭔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담임목사님은 “훈련 받으면 아는 것도 

많아지고, 진짜 제자가 된 것도 같아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기에 훈련 받은 사람은 교만하면 안되고, 정죄해선 

안된다.” 를 항상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는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제가 잡은 것은 설교노트에

요. 큐티를 30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노트를 20년 이상 가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담임목사님은 지금도 영성일기를 쓰십

니다. 흔적 하나는 남겨야 합니다

제자훈련은 받아야 하며 선택이 아니고 필수

5. 제자훈련을 안하신 분들과 시작하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항상 김목사님께서 훈련생들에게 시작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부름, 제자의 부름, 제자 삼는 자의 부름은 그 장(Field)이 

동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자 훈련은 양육되어지는 인생, 양육

하는 인생, 구원의 부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는 인생이기에 

꼭 제자훈련은 받아야 하며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디모데후서1장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

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홍 승 룡  장로님홍 승 룡  장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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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

이라.’ 이미 영원 전부터 은혜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에게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택함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

라는 것이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이 부름에 대해서 알면 좋

겠다는 조그만 소망입니다.

 성경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강철 5불어치를 무엇을 만드

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철5불짜리로 그대로 있는 것은 구원의 

부름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75불짜리의 말 발굽은 한번 제자 삼

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125,000불의 시계태엽은 12명의 제자

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기에 구원의 부름에 대한 필드만 가지고 

있다면 온전한 Field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값어

치의 장을 위한 가치창조를 달려 나가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6. 그 동안 제자훈련을 통해 장로님께 미친 영향이 있으시다면

요? 

사역훈련 시 두 가지 간증문을 씁니다. 하나는 구원의 감격, 또 하

나는 내 생애 가장 잊지 못할 예배입니다. 그 중 한 구절입니다. 

1. 구원의 감격 - 이제는 제자훈련, 영성훈련을 받고 사역훈련을 

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구원의 감격을 이제는 나를 위한 사람 속

의 감격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의 배려로, 복음 선포로 그리스

도의 제자화로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깨

닫게 하여 주신다. 이제 나만의 구원의 감격에서 함께하는 구원의 

감격으로, 나누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

의 감격으로 승화시켜야 하겠다. 

2. 잊지 못할 예배 - 오늘은 나의 설교노트에 어떤 것을 적을 것인

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 예배 

전에 날짜와 성경 본문, 제목을 적으면서 예배 준비가 되어간다. 

중략- 언제부터인가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드

릴 것인가?도 생각하며 마지막 기도, 마지막 찬송, 마지막 설교 등

으로 나를 붙잡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게 하시고 나누게 하소서! 오직 주

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남을 나보다 높이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중략- 이 예배가 내 생애 가장 잊지 못할 예배가 

아니겠는가?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

기 위해서 설교를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썼죠.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주실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올 것인가? 누가 설교하든 설교노

트 적는 것은 똑같아요. 그전에는 저도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 은

혜 주는 목사님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내가 준비가 되면 말씀은 

은혜에요.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거든요. 요한 사도가 너

희는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에 그 설교만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내 마음이 가시 밭이고, 

바위인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떨어지는 말씀은 다 복음인데,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예수, 십자가, 하나님 사랑 얘긴데, 단지 쓰

는 말과 언어, 관점이 달라서 그렇지 내가 마음이 열리면 은혜 받

는 거에요. 그걸 요새 조금씩 깨달아요.

 물론 제자훈련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만, 첫째는 말씀

이잖아요. 중심되신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하나님의 속성도 말씀

이고, 성경도, 말씀도, 교제도 다 말씀이거든요. 그 가운데 예배 들

어가기 전에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해 주십시요. 회개하

는 심령으로 예배 드리게 하소서. 말씀에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십

시요.” 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나로서만 만족하게 되면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님 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것인가? 그 구원

의 관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나는 말씀에 관한 것, 하나는 구

원의 감격을 나누는 것으로 두 가지를 얻었어요. 내가 중보 기도하

는 사람 중의 절반 이상이 제자 훈련 때 만난 사람이에요. 제자로

서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 고민, 번뇌, 비전, 건강 상태 등을 알

게 되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중보 기도하면 수십 

명인데 3분의 2정도가 제자훈련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나 중심에

서 내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쪽으로 발전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사상, 다윗이 사울을 자기 손에 붙이셨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단지 기도만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제일 많이 바뀐 것은 가정에서 바뀐 것 같아요. 홍

권사와 얼마 전에 결혼 43주년이었는데 과거에는 가부장적 사고

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서로 존경하는 사이가 됐어요. 와이프

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심적, 영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기도하며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았어요. 항상 심령

에 복음의 울림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내 심

령이 먼저 되고 내 자녀가 먼저 되고, 내 가정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외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담임목사님께서 “평신도 사역 장로님이 하시면 좋습니다.” 해서 

사역준비까지 담임목사님께서 해주셨고, 언제고 사역할 날이 오

겠죠. 

받은 것은 많은데, 한가지 못 따라가는 것은 담임목사님처럼 제자

훈련만 생각해도 없던 힘도 생기시고 담임목사님의 복음에 대해 

솟아나는 그 열정은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가르쳐야 해요.

7. 교회학교의 교육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학교는 교실, 학생, 선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선생이에요. 선생님들의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

생님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성수주일과, 십일조 바쳐야 

하고, 학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하고, 성숙한 크리스

찬이어야 합니다. 아이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도움으로 사랑

해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선생의 희생입니다. 그 희생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의 흔적이 남아야 해요. 한 시간의 시간 강사로는 

안되지요. 한 시간을 위한 일주일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의 본을 보여야 하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의 

보는 눈에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습

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모세오경에 기록하셨는데 지금도 그것

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장봉석 장로

님 큰 손녀가 초등학교 일학년 때 한국에서 왔는데 창세기부터 요

한계시록까지 한글로 다 써서 제게 보여 주는 거에요.  또 예배, 교

육,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과 선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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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로 연결이 되요. 결국 모든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참 예배자이기에 예배에 올인 할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

자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는 말씀, 기도, 다 있거든요. 아이들은 예

배를 배워야 해요. 아론의 옷, 찬양대 가운, 구별이거든요. 구별된 

예배를 가르쳐야 해요. 교회 학교는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가르

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의 명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교사가 중요해요.

성경 공부하다가 내가 섹스폰으로 찬양을 부르면…. 

8. 섹스폰을 하시게 된 동기는? 

윤전도사님의 조언과 가르침과 김용생장로님께서 섹스폰을 대여

해 주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7개월 됐어요. 나중에 60대에 들어서

면서 은퇴하면 취약한 교회의 성경학교를 해보자, 성경을 가르치

는 선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성경공부는 재미만 있

지 않아요. 만약 성경 공부 하다가 내가 섹스폰으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더욱 흥미 있어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어

요. 매번 제가 먼저 섹스폰 연주를 통하여 은혜를 받지요. 10월 

25일(수) 섹스폰 앙상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때 한번 봐주세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지요. 생명의 양식, 살아계신 주. 반주를 만

들어 틀어 놓고 불면 멋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9. 장로님 삶 속에서 중심에 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

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5장

16,17,18절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가정예배 드릴 때 

외우던 성경구절 입니다. 다시 기억나 다시 외우며 예배 드리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내 삶의 전부

10. 장로님께 퀸즈장로교회란?

 내 삶의 전부죠. 37살에 왔어요. 84년에 와서 30년이 넘었지요. 

다른데 가본 적은 없고 휴가 가본 적도 없어요. 본 교회 빠지면 큰 

일 나는 줄 알았고, 세미나 가면서 빠져본 거 말고는 없어요. 퀸장

에서 영적인 것을 채웠고 모든 걸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훈

련을 받았어요. 보이스카웃, 지도자 훈련, RCY, MRA, 새마을 훈

련 등 그 훈련을 교회의 훈련으로 접목을 시켜 퀸장에서 작은 섬

김으로 이어갔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거라 믿죠. 

11. 퀸즈장로교회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하셨으며,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시다면요? 

장영춘 목사님께서 신용산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

어요. 퀸즈장로교회에서 성숙하게 컸지요. 교육부, 찬양부, 예배부

를 섬기며, 내 외향적인게 컸죠. 제일 기억나는 것은 30주년 행사

를 했는데, 잘 마치고 다들 놀랬어요. 사실 마치고 나면 얼마나 기

뻐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니까 허전한 거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

데 내가 했다고 착각한 거에요. 그만치 성숙되지 못했었어요. 언젠

가부터는 조그맣든 크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거라 믿죠. 그래

서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모든건 내가 하는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거라 생각하죠. 

은퇴 할 때가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가정은 잠시이고 교회는 영원하다.

12. 아가페를 통해 성도님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가정은 잠시이고 교회는 영원하다.” 눈 앞에 보이는 아이들과 모

든 것들은 잠시죠. 이미 아이들이 대학만 들어가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에서 많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미련한 신앙 생활을 했는

지 모르지만 그 미련한 생각이 나중에는 영적 충만에는 더 큰 도

움이 되리라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더 

말씀 기도 성령충만에 시간 투자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Fix 

your eyes on Jesus)특별히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기 발전을 위한 투자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학생은 공부 잘해야 하고, 직장인은 직장에 

충실해야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인정 받아야 해요. 보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속해 있는 데서, 부

모, 형제, 직장, 친구들에게 인정 받아야 해요. 자기발전과 비전은 

없고 믿음으로만…… 그건 너무 영감 같아요.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 자신을 뒤돌아 봅

니다. 제자훈련, 영성훈련, 섬기는 자, 겸손, 그리고 설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구원의 감격, 제자로서 살아가고, 제자를 삼는 것, 제

자로써의 흔적…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봅니다.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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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부 10년을 돌아보다

지난 십년을 돌아보면서…

황혜옥 전도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마 11:28 -

하나님의 섭리가운데서 40여년전 미국 뉴욕 땅에 퀸즈장로교회

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 받을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

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믿음이 부족하

고 연약한 저를,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로 파

송”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들어 사용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6년 여행가방 하나를 가지고 미국 여행을 왔던 제가 장영춘목

사님으로부터 퀸즈장로교회 추수감사절 만찬회에 손님으로 초대

받고 또 주일날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중국으로 돌아가야할지 

고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저를 미국생활도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영어한

마디 못하는 저를 미국온지 4개월만에 신학공부를 시작하게 하시

고 많은 시련과 역경과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사역에 쓰임을 

받을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

나님의 택하심과 계획하심과 그 분의 뜻가운데서야만이 가능하다

는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생활에 시작부터 의지할곳이 없었던 저는 낮에는 일하고 저

녁에는 늦게 까지 공부하고 여러가지 교회봉사도 하면서 많이 힘

들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 새벽마다 주님앞에 기도하며 매

달릴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퀸즈장로교회의 많

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중국교포들을 퀸즈장로교회로 보내 주셨

는데 뉴욕에 아는 사람이 없었던 저는 교회에서 고향분들을 만나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중국교포들은 거의 다 중국

에서 교회라고 들어본적도, 가본적도 없는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중국교포들은 미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과 행복

하게 살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온 분들이였으며 거의 대부

분이 중국에서 4-5만불이상의 이자돈을 내고 목숨걸고 밀입국으

로 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숙식할데가 없어

서, 영주권 받기위해서, 그리고 금방 유학을 와서 의지할 곳이 없

어서 교회로 오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중국교포들이 어려운 이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

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가족이 될수있기를 새벽마다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민땅에서 올바른 믿

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습니

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육받고 자

라왔기 때문에 대대로 믿음을 배경으로 자라온 한국교포들과 같

은 언어를 쓰고 얼굴모양은 같았지만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 

신앙의 차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

운일이 아니였습니다. 

저는 우선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

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것이 우선이고 최선이

라고 생각하며 주일날이면  함께 만두를 빚어 대접하면서 교제하

였으며 일자리 필요한 사람은 일자리를 얻어주고, 집이 필요한 사

람은 밤늦게까지 짐을 끌고 매트를 끌고 다니며 집을 얻어주고, 

집을 얻을 돈이 없는 분들은 저희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어떤분들

은 또 교회에서 네일 기술을 교육한 후 일자리를 소개해서 보내

고, 또 암으로 여러 지병으로 아픈분들은 교역자들과 함께 병원과 

집에 심방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고, 울고 웃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분들은 중국에서 진 빚때문에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로 나오

다가 자신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느날엔가 갑자기 전

화도 안받고 회답도 없이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는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자리가 안정이 안되어 타주로 여기저기 다니며 일하는분

들도 있었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지만 주인이 주일날 쉬지못

하게 하여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었고 야속

할 때도 있었고 너무도 그 영혼들이 불쌍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하고 일하고 교포들도 챙겨야하고 교회봉사도 해야하고

… 하루에 4-5시간을 자면서 육신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

혜를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부족한것들을 채워주

셨을 뿐만아니라 부족하지만 간절히 부르짖는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1999년-2006년까지 52여명이 등록하였지만 2007년에는 77명, 

2008년에 86명, 2008년부터는 년평균100여명의 중국교포가 등

록을 하였으며 10년동안 총 천백여명 등록한가운데 300여명이 새

가족공부를 마쳤으며 140여명이 세례 받았고 48명이 서리집사로 

특별활동위원회 자녀들 말씀 암송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땅 미국에 사는 많은 자들도 죽기 적에 한

번 뉴욕에 여행오고 싶다고 말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매력이 있는 만큼 믿음 생활하기에 힘든 부분들

이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운영하는 많은 업소

들과 관광할 수 있는 곳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주일을 성수 하지 

못하고 많은 유혹과 삶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멀어 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며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야 할지 많은 혼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혼돈한 세상을 살며 

빠른 문명의 변화 가운데 ‘다음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유대인의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유대인 부

모는 신명기 6장에 근거하여 가정과 유대인 학교에서 말씀을 교

육하며 하브르타(대화와 질문) 교육철학과 방법을 통해 세계명문

대와 노벨상과 세계경제를 장악하는 다방면의 두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같이 특별활동위원회 속해 있는 자녀들을 현재 교육할 수

는 없지만 담임목사님이 주신 차세대의 의인의 비젼과 2017년 교

회 비젼 “믿음으로 사는교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의 특별활동위원회가 되기 위해 핸드북을 만들어 가정에서부터 

말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일 성수, 가정예배, 기

도, 성경읽기, 다양한 예배 참석, 매주 성경암송을 목표로 삼고 매

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송 말씀은 구원, 사랑, 성품, 성경, 찬송과 기도의 주제별 암송을 

합니다. 암송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께서 하

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

님 닮은 성품의 변화와 말씀이 곧 예수그리스도이시며 말씀의 능

력이 있음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능력들을 알 수 

있는 말씀 암송으로 되어있습니다.

120명이 넘는 아이들의 숙제를 점검하는 것은 부모님의 해야할 

책임이고 성경암송만 매주 선생님들이 암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

습니다. 핸드북에 52주 암송 구절이 적혀 있고 매주 토요일 어김

없이 카톡으로 암송구절이 공지가 됩니다. 아이들 연습시키기에 

부족한 시간이지만 선생님은 시간을 내서 암송말씀을 확인하고 

연습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암송한 말씀들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예수님

을 닮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desire을 개발해서 재능을 키우며 재능을 통해 하

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의 비전을 찾는데 말씀 암송이 큰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암송을 통해 혼돈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

지 깨닫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능력의 삶을 살기 소원합

니다. 매주 해야 할 암송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또 아이들이 스스로 암송하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길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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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학교 말씀 암송

말씀을 암송한 후 연습중인 아이노스 1 대원들 말씀을 암송한 후 연습중인 아이노스 1 대원들 

일년동안 외워야할 
암송구절이 적혀있는 책자

특별활동 학생들에게 
모두 배부됨

일년동안 외워야할 
암송구절이 적혀있는 책자

특별활동 학생들에게 
모두 배부됨

말씀 암송중인
아이노스 2의 단원인 

이하음 어린이

말씀 암송중인
아이노스 2의 단원인 

이하음 어린이
말씀 암송중인

아이노스 의 중등부 박예빈1  
말씀 암송중인

아이노스 1의 중등부 박예빈
말씀 암송중인

초등부 이정훈G2G 
말씀 암송중인

G2G 초등부 이정훈

강지영 전도사



임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믿음이 성장한 중국교포들은 찬양대원으로, 교육부에서 교

사로, 찬양인도로, 통역으로, 안내위원으로, 또한 중국어예배부에

서 찬양지휘로 안내와 헌금계수부 등 부서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

습니다.

지난10년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을 은혜의 

단비를 뿌려 기르시고  양육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풍성

한 열매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인내하시다가 때가 되어 김성국 

목사님을 보내 주시고 40여년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퀸즈장로

교회를 다민족선교를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 나아가

게 하시고 오랫동안 예비하신 중국교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중

국어예배를 설립하는데 기초돌이 되게 하시고 한국어 예배와 중

국어 예배 가운데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중국

교포들의 믿음이 아직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모든 면에서 소

극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곳에서의 그들의 헌신과 수

고는 오늘의 퀸즈장로교회의 부흥과 갈라 놓을수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중국교포들이 더욱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담

임목사님의 목회방침에 따라 다음세대를 위한 새성전건축과 다민

족 선교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퀸즈장로교

회를 부흥발전 시키는데 더욱 힘써 헌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자들로 말씀위에 든든

히 서게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중국교포부 설립 10주년을 돌이켜보며 힘든 이민생활 가

운데서 중국교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고 한없는 은

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늘 

중국교포들을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신 김성국목

사님과 온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 

먼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일찌기 우리 중국교포들을 불러 모아 주

시고 중국교포부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죗덩이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

여 주시고 교회의 작은 지체로써 아버지의 큰 일, 가장 기뻐하시

는 일, 우리들이 꼭 해야할 전도의 사명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포부가 부흥 발전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도 감사드립

니다. 

부족하고 흠 많은 우리 교포부이지만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사용

하시는 든든한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더욱 헌신하고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포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중국교포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

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심령이 배부르게 하시고 하

나님께서 약속하신 밀씀을 우리 모두 따라가는 중국교포부가 되

길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현 집사(중국교포부 위원장)

중국교포부 설립10주년 
감사예배를 준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

른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 시편 23편 -

주님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지역장으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있는 황보명옥집사입니다.

저는 1998년에 한장로님의 인도로 퀸즈장로교회에 등록하였습니

황보명옥 집사

다. 저는 처음 교회에 왔을때 많이 서먹서먹하였지만 장영춘목사

님의 전하시는 말씀으로 항상 은혜를 받았고 찬양대원들의 아름

다운 찬양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외롭고 힘든 이민생활을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중국에 시어머니와 남편, 12살되는 딸과 

2살된 아들을 두고 미국에 와서 항상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외로

운것들을 그 누구한테 말할수도 없었습니다. 장로님 한분이 저에

게 아침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 난다고 하셨어

요. 저는 그때부터 새벽기도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기도하

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때 영주권이 있으면 가족을 미국에 데려 올수있다고 하여서 저

는 이제 가족들이 미국에 오면 꼭 하나님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

기를 원하며 기도하면서 맨하탄에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장목사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일천번제를 

드리면 영주권을 받아 가족들을  만날수 있으리라는 소원을 가지

고 매일 새벽기도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

짖어 기도드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민생활 10여년만에 사랑하는 남편과 청년이된 20살이 넘는 딸

과 10여세 되는 아들을 만나게 하여주셨습니다. 이 모든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저의 기도의 응답이자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온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오면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여

러가지를  계획하였지만 ‘모든것은 내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계속하여 더욱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황혜옥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때에는 중국교포들이 

몇분이 안되어서 서로 많이 교제하며 의지하였고 주일에 교포들

이 모이면 전도사님은 친교실에서 중국교포들과 함께 만두를 빚

고 식사를 하면서 이민생활에 힘든 일들을 도와주었고 중국교포

들을 교회 잘 정착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 결과, 많은 중국교포

들이 이민생활뿐만아니라 교회생활에도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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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부 10년을 돌아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송현림 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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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lem Missions
By Pastor Kiwi Jin

할렘 단기선교

Just a few weeks ago, a team of more than thirty 

individuals trekked to Harlem to partner with a church 

organization to reach homeless individuals in the area. We 

arrived in time to enjoy and prepare a nice lunch for the 

people that would be coming. The worship team began 

setting up equipment, a lot of the older team members 

were busy preparing the lunch, and others began to 

welcome and talk to individuals who came in early. I was 

invited graciously by the Harlem Team leaders to preach 

that day and I wasn’t honestly sure what to expect. As I 

saw more and more homeless people trickle into the 

basement space of this church, I was growing more and 

more anxious. I am very used to preaching and speaking 

to a Korean-American population but I’ve never preached 

to a community of predominantly Black-American 

homeless people. And in my anxiety, I turned to God in 

prayer. 

As I was praying and making last minute mental notes to 

myself for my sermon, an individual walked in. The 

moment he stepped into the room, I felt the Holy Spirit 

tugging at my heart to go and talk to him. I personally 

struggled being more concerned with my own selfish 

feelings that I was feeling in the moment. And so though 

he sat just a table from me, I continued to sit in my chair 

and prayer about my nervousness and anxiety. Then, at a 

certain point, I felt my chest tighten so much so I decided 

that I must go and speak to this guy.

I awkwardly went up to this man and asked if I could sit 

with him. He gave me a simple nod. I sat. Moments later, I 

started the conversation by introducing myself. “My name 

is Kiwi,” I muttered.” 

“Andre,” he curtly replied back. After he responded, I was 

at a loss for words. I didn’t know what to say.

After moments of awkward silence I mustered up the guts 

to ask, “You from around here?”

“Nah, from Philly,” he grunted. I began to get frustrated at 

myself and at God. This conversation was not off to a good 

start. And I began to pray in my heart to God. I questioned 

why he gave me such a deep conviction to speak to this 

man named Andre. And if God gave me this conviction to 

talk to Andre, why did He make it so hard for this 

conversation to move forward. After a few moments of 

complaining to God in my heart, I decided to try again.

“Well then what brings you to New York,” I responded. 

Again, there was a long pause before his response. I began 

to really cry out to God in my heart full of complaint and 

doubt. But in the middle of all of that in my heart, Andre 

began speaking. 

““I came to NY to start a business but it failed – after it 

failed I found out I had AIDS and when I did my wife and 

children left me. I found out a week ago that I also have 

stage 4 cancer in my liver…” I had no words and I didn’t 

even know what was appropriate in this moment to say to 

Him. And I think Andre knew I didn’t have any words and 

this is where an interesting turn happens. He began to 

quote scripture from Psalms. He recited Psalm 118 from 

memory and confessed that he would continue to trust 

God and find hope and peace in God alone. 

This is when I told Andre that I was one of the pastors 

here at this event and we began to have a conversation 

speaking the gospel of Jesus to one another. In the middle 

of our conversation, I had to go up and preach as 

scheduled. As I was preaching, I really felt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conversation I had with Andre 

right before I was called up. As I concluded my ti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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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God’s Word and gave a simple altar call, I wasn’t 

expecting much.

But, people came up and began to receive prayer from 

myself and the staff and I couldn’t help but get emotional 

as I saw people giving their lives to Jesus, recommitting 

their lives to Jesus and just genuinely cry out to Jesus 

Christ. At the end of the time of prayer and altar call, I sat 

back down next to Andre humbled by everything that had 

just happened. He grabbed my hand and asked if I could 

pray for him. I did and we were able to laugh, eat, and cry 

together. 

Through all of it, I was reminded that missions is for the 

lost. But missions is also for those who have already been 

called by Christ. Missions is a way to remind ourselves of 

the gospel as we teach and preach it to others. Missions is 

a way to experience and re-experience the profound grace 

of God. As a body of believers, let’s continue to be on 

mission not just when we go to organized mission events 

but in our everyday lives – to teach others of the grace of 

God but also to remind ourselves of this beautiful message 

we have in Jesus Christ.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송현림 교우

먼저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뤄주시고 함

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와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 온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이

곳, 미국 땅 가운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올 여

름 선교도 어느 곳에서 섬겨야 할지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와 선교 포스터를 보고 있으니 계화자 전도사님

께서 “여름 선교 가고 싶어?” 하시며 물으시곤, “할렘선교 가자”라

며 제안해주셨습니다. 저는 “네” 라고 대답하며, 기도에 응답해주

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할렘선교에 대해 더 기도하기 시작하였

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할렘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 뜨거워졌고, 여

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동치미 국수와 커피, 아이스

크림으로 선교비용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할렘선교를 가는 날이 다가왔고, 갖가지 섬길 음식들을 준

비하여 차에 싣고 이동 중에 제 마음속에서 불현듯 두려움과 불안

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어

떡하지?. 과연 나의 부족한 언어로 그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할렘선교 있기 전 주일 목사님의 설교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출애

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학대 받을 수록 번성하였는

지, 그 때에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신 하나님의 놀

랍고 위대한 사랑이 생각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

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 1:9) 말

씀으로 힘을 얻어 더 기도하며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저의 두려

워했던 마음과 달리,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주셨고, 예수님의 사랑

에 대해 얘기할 때에도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며, 기도를 부탁하시

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

데 따뜻한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분들의 중보기도의 기도제목 중에 텍사스의 허리케인 ‘하

비’로 고통 받고 있을 많은 사람들과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과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 해달라고 하셨을 때는, 

하루하루 삶의 고비와 필요를 위한 기도제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부끄럽고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음에도 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선뜻 먼저 

나서지 못한 저의 작은 마음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식사 섬김을 마치고 출애굽기 때 고통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번 선교를 통해 우리의 능력도 그 무엇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며, 무

엇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리시며 

역사하신 주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처음이라 낯설고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시며 함께 해주시며 뜨겁

게 섬겨주신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청년 분들께 감

사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최연소 선교대원최연소 선교대원
할렘선교 오소망 대원(유아부)은 

할렘선교에 동참하여 찬양과 율동

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했

습니다.

오소망 대원을 퀸장 기네스북에 올

립니다.

- 퀸장 기네스북 -- 퀸장 기네스북 -

할렘 단기선교

2017년 단기선교 보고 예배

카작스탄(6/8-16)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캄보디아(7/12-22), 온

두라스(7/15-22), 온두라스 실버(7/22-28), 니카라과(7/14-

22), 중국 (7/23-8/3), 아리조나 (7/21-28), 인도(7/31-8/4), 

이디오피아 (8/4-18), 할렘(8/29) 단기 선교까지 이어졌던 2017 

년 단기 선교 사역의 긴 여정을 보고하는 예배가 2017년 9월 10일  

4시 저녁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사회자 정길표 장로님의 예배 선

언에 이은 각 단기 선교팀들의 입장으로 2017년 단기 선교 보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선교팀 지역의 고유 의상을 입으신 간증자 분들이 앞에 서서 

오인수 목사님과 함께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셨고 곧이어 캄보디

아 사역팀의 김유진, 니카라과의 조성순, 온두라스의 심예닮, 중국

의 Chung Li, Henry Yang, 이디오피아의 오세희, 온두라스 실버 

선교팀의 황은애님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각 선교지의 감동과 

성과를 생생하게 전해준 감동적인 간증 후에는 강지영 전도사님

께서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 선교에의 결의를 전해주셨습니다.  

기도 후에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성경 봉독을 정금숙

님이 한국어로, Shirley He님이 중국어로, 김혜린님이 영어로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연합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졌고 

김성국 목사님께서 ‘보물을 하늘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

다.  중국어 번역도 진행되었던 설교에서 목사님께서는 단기 선교

가 끝났다고 우리의 은행이 하늘 은행에서 땅 은행으로 바뀌지 않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선교함으로 보물을 하늘 

은행에 쌓자고 강조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후에 있었던 단기 선

교 재정 보고에서는 교회의 보조금으로 부족했던 수입액이 채워

짐으로 한 푼의 낭비도 없는 지출이 이루어졌음이 보고되었습니

다.  

이어서 아름다웠던 각 선교지에서의 사역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 

보고가 진행되어 뭉클했던 감동의 순간들이 재현되었습니다. 카

작스탄, 캄보디아, 중국, 인도팀에서 이루어졌던 목회자 세미나 사

역, 중기 선교사로 파송된 허남준 선교사의 의미있는 선교 성과, 

실버 선교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여가 이번 단기 선교 사역에서 

이루어진 점, 처음으로 시도되어 좋은 성과를 올린 캄보디아와 온

두라스의 검안 사역, 음악 교육이 없는 캄보디아에서 많은 감동을 

주었던 찬양 선교 사역, 할렘의 노숙자 사역까지 지경이 넓혀진 

2017년 단기 선교의 성과들이 영상보고에서 중점적으로 보고되

었습니다.  영상보고의 마무리로는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각자

의 의견이 나누어졌는데 선교란 평화, 선포, Mission, 하면 되는 

것, 복음을 가지고 현지인이 되는 것 등등.. 마지막으로 김성국 목

사님께서는 ‘선교를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땅에 가서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해주셨습니다.   

뒤이어 모든 단기 선교팀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헌신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헌신 찬양 후 첸위지 전도사님은 중보기도를 인도하

시면서 1.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2. 사역지를 위해 3. 앞으로의 계속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

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하셨고 예배자 모두가 참여

한 열정적인 중보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중보기도에 이은 

358장의 찬송 합창 뒤 김도현 목사님의 축도로 장정의 단기 선교 

보고 예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17년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깃발을 온 땅에 흔

들고 혁혁한 영적 싸움이 빚은 아름다운 열매를 들고 돌아온 거룩

한 전사들의 승리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선교 공동체로 힘있게 

살다가 선교의 횃불을 잘 넘겨주고 우리의 왕에게 돌아갈 수 있기

를 소원합니다. 

선교보고 영상선교보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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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선교 보고 예배

https://youtu.be/a85CfAZIMYY


‘가스펠 스타C’ 후기
국가와 장르를 막론하고 음반시장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노래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자극적이다. 듣는 것이 곧 보는 것이라던데, 우

리는 의도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어둠을 사랑하게 될 세상에 살

아가고 있다. 크리스천으로서 마주할 물살이 거세고, 크리스천 문

화의 부흥이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시작된 Kingdom Impact 

Movement의 하나가 가스펠스타C다. 찬양을 통해 젊은이들이 변

화되고,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부흥의 주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

로 김성국 담임목사님께서 뜨거운 기도로 이 오디션을 열어주셨

다.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청년

들이 모여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미주 최초로, 교계 최초로 열린 CCM오디션이기에 시작은 광야 

같았다. 그렇기에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의지하며 퀸즈장로교회 

준비위원들과 단비 기독교 TV는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길을 만들어갔다.

8월에 가스펠스타C 오디션 포스터가 공개되고, 뜨거운 관심을 받

으며 한달 간 미국 각 주에서 다양한 참가자들이 지원을 했다.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3:1의 경쟁률로 예선이 마감됐고, 2차 예선과 

멘토링 캠프를 거쳐 미주대회까지 13명의 참가자들이 선정됐다. 

자신의 사업과 학업을 제치고, 비행기를 타고 혹은 몇 시간을 운

전해서 주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퀸즈장로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노래라는 자신의 달란트를 온전히 주님께 찬양으

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은 짧은 인터뷰를 통해 간증을 전하고 찬

양으로 모두에게 깊은 은혜를 선물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선

교부의 고은비 자매와 고등부의 호프권 자매가 탑13안에 뽑혔고, 

호프권양은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상과 순위를 떠나서 가스펠스타C 미주대회는 그야말로 축제였

다. 누군가 내게 어땠느냐고 물으면 전국 노래 자랑보다 더 재미있

는 ‘우리 주님 자랑’의 시간이었다고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찬양의 부흥이 절실한 때,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이 땅에서의 부흥과 하나님께 영광 올릴 것만을 생각하며 모두가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열정을 아낌없이 쏟았다. MC로써 많은 이

들의 도움을 받으며 준비하고 지켜본 바, 대회보다는 준비과정이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다. 

찬양의 선배이기 전에 믿음의 선배이신 멋진 심사위원 분들이 있

어 참가자뿐만 아니라 관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퀸즈장로교회 청년들과 준비위원들이 있었기에 매 과정이 따뜻했

다. 단비 기독교 TV의 홍보와 촬영으로 크리스천 문화 부흥의 작

은 불씨가 지펴질 수 있었고, 참가자들과 관객들의 기도와 환호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셨을 거라 생각한다.  

이 작은 시작이 Kingdom Impact Movement의 큰 울림이 되어 

온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는 부흥으로 자랄 것을 믿는다. 가스펠스

타 C를 통해 많은 하늘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 영

광이었고 행복했다. 

마지막으로 이 축제를 위해 함께 땀 흘리며 준비한 퀸즈장로교회 

준비위원 분들과 남자MC를 맡아주신 키위진 전도사님, 단비 기

독교 TV, 김성국 담임목사님 등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

하며 글을 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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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 스타C 시즌7

청년선교부 최지혜

권은지 (Hope Kwan  11학년)권은지 (Hope Kwan  11학년)

가스펠 스타C에 참가한 것은 정말 놀라운 기회였고 경험이었

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내 자신을 빛내고 싶은 유혹을 스스로 통제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로인해서 

저는 더욱 성장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열정

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

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가장 기억에 남을 놀라운 

추억이 될 것이며 이것은 뿌리깊은 경험으로 저를 성장시켰습

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

에 저는 예배와 찬양을 계속 할 것입니다. 제가 공허한 마음이 

들때나 불안한 마음이 들때에 찬양은 저를 평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앞으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정신질

환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기때

문입니다. 또한 음악과 예술을 취미나 또 다른 전공으로 계속

공부하며 지속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이 예술을 통해 하나님

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가스펠 스타C를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

니다. 

가스펠 스타C 은상 수상가스펠 스타C 은상 수상

권은지학생은 권혁민, 권정자집사님의 둘째딸로 11학년에 재학
중이며 고등부의 경배와 찬양팀에서 보컬로 리더를 맡고 있습니
다.  가스펠 스타C 오디션을 위해 혼자 피아노를 치며 연습을 했다
는 권은지학생은 참가자 중 가장 어린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본선
까지 진출하여 차분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청장년 찬양집회의 의미와 진행 과정

1970년대 현대적인 예배음악의 형태로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이 

시작되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이 온

누리교회 목요찬양을 시작함으로 전국적으로 경배와 찬양의 붐을 

일으키게 된다. 19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이 찬양 운동은 더욱 

활성화되었고, 스캇 브래너가 이끄는 다윗의 장막과 천관웅이 이

끌었던 디사이플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이나 캠퍼스 워십, 그리

고 최근에는 마커스 워십과 어노인팅, J-US와 같은 단체들이 큰 

영향을 미치며 주일 예배 찬양으로도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이

러한 한국 교회의 경배와 찬양의 흐름 가운데 가장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세대가 바로 지금의 청년들과 30-40대이다. 

현재 퀸즈장로교회에서 청장년으로 불리우는 청년들과 30-40대

들의 고충은 사회생활의 시작, 결혼, 육아 등의 싱글의 삶에서 안

팎으로 그 영역이 더 넓어지고 책임감이 무거워지면서 삶과 교회

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신앙생활의 부담을 느끼면서 가지게 되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이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신앙과 삶이 이분화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소위 하나님의 은

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다. 

작년 30대 선교회의 밤 (삼삼한 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현

재 청장년들이 영적으로 가장 목말라하는, 하고 싶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많은 이들이 찬양집회를 가장 먼

저 공통적으로 떠올렸던 단어였다. 그때부터 올해 청장년을 위한 

찬양집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청장년의 필요를 아신 담임 

목사님께서 올 봄에 찬양집회를 기획해보라고 하시면서 시편 

73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격

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모두 함께 인

도하실 수 있는 분으로 주문하셨다. 찬양 전문 사역자나 말씀만 전

하시는 분은 많이 있지만 이 모두를 동시에 소화하실 수 있는 분

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더군다나 퀸즈장로교회의 현재와 미

래를 가장 가까이서 이끌어갈 청장년을 위한 집회 아닌가! 큰 부

담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했다.

먼저 청장년을 위한 찬양집회의 취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민교

회를 알고, 청장년 세대의 영적 필요와 이해가 있는 사역자였다. 

그 때 떠오른 분이 바로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위치한 베델한인교

회에서 프뉴마 워십을 이끄셨던 정유성 목사님이셨다. 프뉴마 워

십은 이민 교회 안에서 청장년으로 이루어진 맴버들과 지역의 성

도들과 교회들을 향해 열려있는 주중 찬양예배로 매 월마다 특별

한 주제를 가지고 찬양과 기도, 말씀을 담으면서 드려지는 집회이

다. 이러한 집회를 기획하시고 11년간 이끌어 오신 정유성 목사님

이야 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다 확신을 가지면서 연락하

게 되었고 지금은 덴버에 위치한 교회에서 담임으로 계시며 바쁜 

나날을 보내시는 가운데서도 이번 집회의 취지를 들으시고 흔쾌

히 수락하시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이번 찬양집회의 의미는 포스터를 자세히 보신 분이라면 답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서 “더”라는 부사가 양 옆으로 펼

쳐지며 ‘[   ]’ 이런 모양이 된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말씀을 

의미한다. 그리고 ‘ㅓ’가 양 옆으로 펼쳐지며 십자가의 모양이 보

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말씀, 십자

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

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상처를 가지게 된다. 그 상처가 들려주

는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상처의 이야기이고 그 상처가 있기에 구원과 사랑의 이야

기가 쓰여져 나아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좁은문, 좁은길의 이야

기이다. 그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 됨을 다시 한 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이번 찬양집회의 

의미라 볼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

복이자 부흥이라 믿는다. 그리고 우리 퀸즈장로교회의 청장년들

에게 이러한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어날 때이다. 움직일 때이다. 무엇을 

해야 할 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 지를 하나님께 구할 때이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써나가실 줄 믿는다.

이 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주신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물심양면으로 수고와 헌신을 보여주신 온 성도님들께 감

사를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를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다.  

배인구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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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 스타C 시즌7

미주 전역서 참가 - 찬양 사역자 등용문 기대   

퀸장에서 개최한 가스펠스타C7

Kapcq in media
9/6/17 | 단비TV9/6/17 | 단비TV

미주 최대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C' 영예의 대상은 백성화(열

방교회)씨에게 돌아갔다.

지난 2일 퀸즈장로교회와 단비기독교TV가 올해 처음 공동으로 

마련한 가스펠스타C 미주대회에서 백씨는 뛰어난 가창력으로 우

승의 영광을 안았다.

 백씨는 성악으로 다져진 탄탄한 음악성으로 '천번을 불러도'를 불

러 상금 5000달러와 함께 오는 11월 10일 한국 C채널에서 생방송

으로 진행되는 본선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 가스펠스타C 시즌7 

본선 무대는 한국 기독교방송 'C채널'과 아가페문화재단 주최로 

한국 '톱10' 선발자들과 함께 진행된다.

금상 수상자는 간호를 공부하는 박예리(뉴시티처치)씨가 차지했

다. 찬양사역자를 꿈꾸는 박씨는 풍성한 감성과 표현력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상금은 1000달러.

퀸즈장로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를 맡고 있는 고등학생 권은지양은 

호소력 넘치는 찬양으로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 심사는 퀸즈장로교회 음악디렉터 윤원상 전도사를 비

롯해 찬양가수 최명자 사모, 작곡가 김유신씨, 기타리스트 하영석

씨가 맡았다.

재능있는 CCM 가수 발굴과 크리스천 공연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가스펠스타C 미주대회는 크리스천 젊은이들의 

축제의 장을 연출했다.

1차와 2차 예선을 거쳐 치열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선발된 '톱13' 

참가자들은 마지막 무대에서 혼신을 다해 가창력 대결을 펼쳤다.

성악 교육을 받은 참가자 백성화, 송난영, 에리카 문씨 등 3명은 

함께 특별 무대를 마련,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미주 전역에서 참가한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이날 대회에서 그동

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음악

으로 표현했다.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LA와 조지아 애틀랜타 등에서 참여한 이

들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밴드로 참여하거나 창작곡과 기성곡으로 

열띤 경쟁을 벌였다.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는 "찬양을 통해 젊은이들이 변화되고 

부흥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한편 올해 처음 미주에서 마련된 '가스펠스타C' CCM 오디션은 크

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찬양가수의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사흘 동안 진행된 예선과 본선 무대에서 서로 격려하

며 주님 안에서 찬양으로 하나가 됐다.

특히 미주 본선 무대에 진출한 13명의 참가자들은 멘토링 캠프에

서 주님과 함께 했던 지나온 삶을 나누며 눈물을 짓기도 했다.

고은비(퀸즈장로교회)씨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한테 찬양으로 위

로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알려주고 싶다"고 전

했다.

가스펠 스타C 시즌7 미주 예선 무대는 단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을 통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오인수 목사님을 비롯하여 경배와 찬양팀, 청년선

교부와 시설부, 음향부 등 교회의 다양한 부서가 함께 한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예선과 본선을 치르는 과정 동안 미국 각 지역에서 참가한 팀들을 섬기며 사회, 시설, 진행보

조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사의 진행을 맡은 청년선교부의 세밀한 섬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하였습니다. 6시간에 걸친 예선전에 참가한 팀들을 위해 여전도사님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김밥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본선 당일, 본선에 참가한 팀들의 반주를 섬긴 경배와 찬양팀의 오인수 목사(2nd 키보드), 

민준성 집사(키보드), 함상윤 집사(기타) 의 탁월한 편곡능력과 연주실력은 본선에 진출한 참

가자들의 음악적 완성도와 무대의 수준을 높여주었습니다.

예선과 본선의 날자가 2일차이로 촉박하게 진행이 되었고 음악을 맡은 외부 뮤지션들과 리

허설 때 첫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상황들로 인해 무대에 선 뮤지션들은 긴장감을 늦출 수 없

었다고 합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본선을 1시간 앞두고 참가곡을 바꾸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

에서 악보 없이 음악코드를 가지고 즉흥연주에 가까운 연주를 하였지만 각각의 달란트를 십

분 발휘하며 안정적인 연주를 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참가자들의 열정과 도전에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찬양으로 풀어

내는 모습에 함께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기에 며칠간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섬김이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퀸장의 청년들과 함께 섬긴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무대 뒤의 이야기 무대 뒤의 이야기가스펠 스타C 시즌7 미주 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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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잔치

축복이 흐르는 효도잔치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가능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

신 하건 데, 그 때 효도잔치에 계셨던 145명의 어르신들과 돕기 위

해 모여있던 수십 명의 선교회원들, 그리고 교역자님들도, 아마 저

와 같은 생각이셨을 겁니다. 경품 추첨으로 드릴 선물들 중 하나였

던 진주 목걸이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장미은 사모님께서 나오셔

서 번호를 뽑으셨는데 그 번호가 장영춘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셨

던 티켓의 번호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아무런 조작(?)도 없었음

을 이 자리를 비러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 계산으로 적어도 

100장의 티켓은 남아 있었을 텐데 감히 100분의 1의 기적이었다

고 말하고 싶네요. 이 순간 외에도 오늘 있었던 효도잔치에서 기억

나는 많은 moment들이 있습니다. 찜질기를 받으시며, '어머 이거 

내가 꼭 필요한 거였어' 라고 말씀하셨던 채문희 권사님이 생각나

고, 남편 집사님이 선물에 당첨되셔서 전해드렸더니 옆에서 '이 사

람 생전 처음으로 이런 거 당첨돼봐'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던 권

사님이 생각나네요. 또 하나 기억나는 moment는, LED TV 번호

가 불려지자 부엌 쪽에 계시던 이소영 전도사님이 '어머 어머' 하

며 부엌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그 순간에도 다음날 있을 새교우 

졸업식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주봉순 권사님께 권사님 번호가 

방금 나왔다고 전해드린 moment가 생각나네요. 

사실 이 효도잔치는 8개월전쯤 한 작은 커피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때 저희 바울 선교회 회원 넷이 모여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바울 선교회 주체로 매년 열리는 효도관광 얘기를 하게 되었

습니다. 분명 효도관광은 어르신들을 오랜만에 교회 밖으로 모셔

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

지만 장거리 이동이 힘들어 참석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선교회원들이 동참하기에는 힘들다는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토요일 낮에 교회에서 효도잔치를 열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아마 실현되기는 힘

들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를 김성

국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께 나누었을 때 모두 하나

같이 '한번 해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격려 없이는 

효도잔치는 불가능 했을 겁니다. 

또한 효도잔치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뤄졌습니다. 사라 전도

회 회장님으로 오히려 효도를 받으셔야 하는데도 흔쾌히 음식준

비를 도와주신 주봉순 권사님, decoration을 아름답게 해주신 최

경선 권사님, 순서지를 한글과 한문으로 예쁘게 만들어 주신 홍현

숙 집사님, 멋진 포스터를 만들어준 박인수 집사님, 어르신들께 드

릴 thank you card를 만들어 주신 남주인 집사님, 완전히 잊고 

있다가 당일 아침에 생각나 배너를 부탁 드렸을 때 30분만에 대박 

배너를 만들어 주신 정해성 집사님, 난타와 부채춤과 태극무로 어

르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신 그레이스 선교 무용단, 멀리 

불란서 공연을 마치고 오셔서 saxophone 연주의 끝을 보여주신 

David Y. 윤원상 전도사님, 귀엽게 바이올린 연주를 해준 토끼자

매 최정원, 최태희, 최주원 어린이들, 2부순서 사회도 내가 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알고 와서 2부순서 사회는 내가 

봐줄게 라며 힘이 되어 준 퀸장의 대표 사회자 정훈이형 (이정훈 

집사님), 물질과 수고로 동참해준 우리 선교회원들, 그리고 그 외

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신 많은 분들까지 너무 수고해 주셨

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생각나는 moment가 있는데, 정해성 집사

님이 30분만에 배너 디자인을 무려 두 개나 만들어 보내주시며 어

느 것이 더 좋겠냐고 물어보셔서, 옆에 decoration set up을 도와

주시던 김명자 사모님께 보여드리며 여쭤 봤습니다. 하나는 ‘퀸장 

어르신 효도잔치’ 또 하나는 ‘축복이 흐르는 효도잔치’라는 문구가 

들어간 두 배너 디자인을 보시며 사모님은 ‘축복이 흐르는 효도잔

치’가 더 좋지 않아? 라고 하셨고 그 배너가 이번 효도잔치 배너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소수의 생각에서 시작된 효도잔치를 많은 분

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축복이 흐르는 효도잔치가 되게 해주신 하

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김성민 집사

https://youtu.be/VrQS4mOVds8


‘새벽을 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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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배인구 전도사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본문: 이사야 35장 1-10절

 9월 4일 월요일

살아가다 보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듯한 막막함이 있습니다.

사막이란,

첫째, 바람으로 밤새 모래산이 형성되어 길을 찾기 어려운 곳, 방향

을 잃어버리는 곳입니다.

둘째, 나무나 풀이 없으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곳입니다.

셋째, 안정된 곳, 정착하는 곳이 아닌 지나가는 곳입니다.

넷째, 악조건 안에 독충들이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의 삶이 사막과 같다면 우리가 기뻐할 일은 사막과 같은 삶에 

물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 원천이란 끊이지 않

는 축복을 말합니다.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 길이 없는 상황에서 대로를 만난다는 

것은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 사막 같은 삶이라도 “주안에서 무슨 

근심 있으랴” 찬양하며 사는 자들에게 사막을 옥토와 대로로, 기쁨

과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배인구 전도사 인터뷰]

# 새벽설교를 준비하면서 초점을 두는 것이 있다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도록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는 말

씀과 기도제목을 가지고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에게 응답의 확신,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 새벽설교가 주는 유익함이 있다면?

퀸즈장로교회에 부임하여 한어고등부사역을 거쳐 청년선교부사역

을 하면서 장년성도님들과의 소통이 막혀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새

설교: 최진식 전도사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본문: 이사야 44장 1-5절

 9월 5일 화요일

“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을 들으십시오. 사람은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

고, 너무 밝아도 너무 어두워도 볼 수 없습니다. 이토록 연약한 인생

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첫째, 은혜를 갈망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

곱은 인간적으로는 교활하였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갈망하

던 자였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뚝발이가 되도록 축복을 갈망

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둘째, 어그러진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

시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살아가는 인생에 시내를 만드십니다.

셋째, 성령충만을 주십니다. 에스겔서의 마른뼈에 성령이 임하시니 

이른 아침 맑은 정신으로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의 힘을 주실까요?

1. 인생의 힘든 시기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무책임하지 않은 자기 통제력을 갖게 합니다.

2. 삶의 정확한 우선 순위를 아는 삶의 지혜와 분별력이 생깁니다.

3.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4. 소명과 사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많기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5. 영적인 성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6. 자신의 삶에 성실하고 신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7. 인생의 위기마저 감동적인 기적의 기회로 바꾸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러기에 새벽기도를 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퀸즈장로교회에는 성도 여러분들의 새벽을 깨우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새벽제단을 쌓지 못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한 새벽의 말씀들을 소개합니다.

벽설교를 통해 소통의 장이 열린 점과 설교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더욱 묵상하게 됨이 유익이 됩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새벽설교가 있다면?

주일 낮에 해야 할 여러 사역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피아노반주 없

이 찬송을 해야 하며 10여명 남짓 앉아계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

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주일새벽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새벽에 설교를 마치고 본당을 나오는데, 한 분이 

오늘의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하시

며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후로 주일새벽설교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

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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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손요한 전도사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함은)

본문: 야고보서 1장 19-27절 

 9월 12일 화요일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로, 행위의 믿음에 관한 말

씀입니다.

사람의 경건은 행위의 믿음으로 이루어갑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에 

따른 행위가 뒤따라야 함을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십니

다. 이것은 성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것을 방해하

는 사단이 있기에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

십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손요한 전도사 인터뷰]

# 새벽설교를 제의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훈련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여기며 순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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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김재형 목사

찬송: 542 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본문: 레위기 21장 1-4절

 9월 6일 수요일

레위기에서 '부정하다' 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흠 없는 상태,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상태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첫째,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부정함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둘째, 부정함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3절에서 가족을 위해서는 스스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생각해보십시오. 제사장이 가족

을 위해 몸을 더럽히듯이 죄인 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어떠한 자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합

니다. 보여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거룩함을 생각하십시오.

[김재형 목사 인터뷰]

# 새벽예배설교를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목사안수를 받기 이전, 교육부 전도사시절에 4년 동안 주중 새벽예

배 설교를 다른 전도사님 한 분과 함께 고정으로 섬기던 시절도 있

었습니다. 지금은 수요일에만 하고 있습니다.

# 새벽예배 설교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요?

맥체인 성경읽기로 매일 성경을 읽으며 노트를 합니다. 특별히 와 

닿는 말씀이 있을 때에 새벽예배 설교본문으로 삼고 다시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살아나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축복이 축복인 것을 모르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

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나타나기를 갈망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읍시다.

[최진식 전도사 인터뷰]

# 새벽설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방법은?

새벽 3시에 출근하는 아내를 배웅한 후, 자녀들이 기상을 하기 전

까지가 하루 중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3시간가량 말씀을 읽

고 묵상하며 영감을 얻을 때마다 기록하여 두었다가 설교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설교경험이 적은 관계로 설교지를 준비할 때에는 

많은 분량을 써놓고 주어진 설교시간에 맞추어서 내용을 줄여나가

는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체로 설교가 다른 분

들보다 긴 편이였지만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 새벽설교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첫 새벽설교를 로마서 강해로 시작했는데 설교경험이 적은 새내기

가 풀어내기에는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제한된 시간도 어려웠고 율

법과 정죄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새벽말씀으로 설교하기 쉽지 않았

습니다. 

# 새벽설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성도님들께 전해드리는 것이라 영적인 

부담감이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잘못 

전하지는 않는지,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간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기도하며 준비할 뿐입니다. 가장 큰 유익은 성경을 더 가

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게 되니 하나님과 가까워짐은 분명합니다.

# 새벽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점들은?

직장과 학업, 가정생활 가운데 부족한 시간을 쪼개야 하는 것에 부

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주시는 것에

는 감사가 충만합니다. 스스로의 부족함과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되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설교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10여분 이상 설교를 마쳐야 하는 시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단상 위에 있는 시계가 한 달이 지나도록 보

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설교지를 준비하며 설교시간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때에 맞추어 마치는 것은 익숙해졌습니다. 

# 새벽설교를 하게 되면서 바뀐 것이 있다면?

2주에 한번 하는 설교이지만 그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더욱 집중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교 전에는 먼저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간절

히 기도하게 된 것이 제게 큰 은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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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송요한 목사

찬송 : 365장

(마음 속에 근심있는 사람)

본문: 요나 2장 1-10절

9월 8일 금요일

자신의 불순종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첫째, 회개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진정한 회개가 먼저 되어야 합니

다.

둘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2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셋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넷째, 약속의 기도입니다. 10절,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

고 서원합니다.

어려울 때, 무엇을 할지 모를 때에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송요한 목사 인터뷰]

# 새벽설교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크라이나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새벽예배를 만들어서 인도하였

습니다. 새벽설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이기에 꼭 있어야 한다

는 생각으로 새벽예배를 만들어서 사역했습니다.

# 우크라이나에서 인도하던 새벽예배와 퀸장의 새벽예배의 다른 점

이 있다면?

우선 언어가 다릅니다. 한국어로 하는 설교는 여전히 부담이 더 됩

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새벽예배는 퀸장의 수요예배처럼 예배 

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15분정도 설교를 한 후에 

기도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1시간이상 예배가 지속됩니다. 처음 퀸

# 설교시간이 짧은 새벽예배설교가 어렵지는 않은가요?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잘 잡고 가면 시간이 짧은 새벽설교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본문말씀의 핵심을 잡고 나서 적합

한 예화들을 찾아서 말씀에 옷을 입히는 과정이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 새벽예배가 주는 유익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영

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과 교제에 힘쓰

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1년중 단 하루, 1월 1일 새벽을 제외한 364일 동안 새벽예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설교: 오인수 목사  

찬송: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본문: 누가복음 9장 57-62절

9월 14일 목요일

사람이 쟁기를 잡는다는 것은 쟁기를 잡은 사람이 힘을 내는 것이 

아닌 소가 힘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쟁기를 잡듯이 하나님을 붙

잡고 하나님께서 힘을 내시는 대로,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면 울퉁불퉁 밭이 잘 갈리지 않고 때론 깊

게, 때론 얇게 갈리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

는 인생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할 때의 자세는, 첫째 하나님 나라의 목표

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집중하여야 합니다. 둘째 후회를 하지 말아

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잘했는가? 칭찬받고 위로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란 내가 하나님 나라로 서 있는 것, 주님의 거룩

하심에 나도 거룩한 것, 주님이 전도하심에 나도 전도하는 것, 영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목표에 집중하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걱

정할 것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

떠한가 살펴는 것입니다.

[오인수 목사 인터뷰]

#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계신데 권 별로 설교를 하시는 이유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본문을 정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됩

니다. 매주 고정적으로 설교하는 새벽설교에는 정해진 말씀을 가지

고 2, 3개월씩 말씀을 풀어나가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게 되어 좋습니다.

# 정해진 본문을 설교할 때 유익이 되는 것과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본문을 정하느라 들이는 시간에 정해진 말씀을 더 깊이 쪼개어 연

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다 보면 절기나 특별한 교회적 

상황 같은 것에 매치가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말씀 안

에서 풀기 위해 더 연구하며 묵상하게 되어 제 자신에게도 유익한 

도전이 됩니다.

# 새벽설교를 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최근의 일입니다.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앞둔 때에 새벽설교로 ‘변

화산’ 에 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변화산에 관해 설교하면서 핵심이 된 메세지는 ‘오직 예수만 보이

더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청년대학부 수련회에서 강사목사님의 설교의 핵심 또한 ‘오직 예

수’ 였습니다.

수련회 직전에 저에게 예언적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제 

자신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7기 제자훈련 개강을 한주일 앞둔 8월 31일 목요일 저

녁 8시, 3층 고등부실에서 리더들의 훈련이 진행되었습

니다.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요한복음 6장 66-69절 말씀으로 

제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3명의 리더들이 한조를 이루어,

1. 우리교회의 제자훈련에 대하여, 제자훈련이 무

엇인지? 제자훈련은 왜 하는지?

2.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순기능의 리더와 역

기능의 리더를 찾아서 비교하기.

3. 나는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있는가?

이 세가지 토의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제

자훈련의 의미와 필요성, 리더로서 나가야할 방향성, 자

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1기부터 7기까지의 시간 동안 훈련생으로, 훈련리더로 

섬겨온 시간을 다시 정리해보며 스스로의 제자됨과 훈련

의 필요성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는 비단 제자훈련 뿐아니라 교회 공동체

를 이루는 여러 부서의 사역에 세워진 리더에 관해 말씀

하셨습니다. 각기 받은 은사를 찾아 섬길 수 있다면 그것

은 교회공동체에도 개인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임을 말씀

하셨습니다.

때론 자신의 은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교회 공

동체 안에서 지체들의 조언을 통해 서로의 은사를 찾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리더란 “주신 소명(은사) 대로 성도를 섬기는 것” 

이라는 말씀과 함께 

7기 제자훈련리더들은 자신이 먼저 참 제자의 삶을 살아

야 함을 깨닫고 훈련생들과 같이 모든 훈련에 함께 하여 

영적 재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7 기 제자훈련 리더 훈련제 7 기 제자훈련 리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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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달 특집 - 새벽을 여는 말씀

장의 새벽예배를 인도하면서 시간과 순서를 맞추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새벽설교를 준비할 때는 멘트까지 설교지에 기록해 

둘 정도로 긴장을 했습니다.

# 퀸장의 새벽기도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한국에서도 새벽기도의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 

뉴욕에서 선교와 다민족을 위해 이렇게 부르짖는 교회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 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퀸장에 있음이 분명

함을 깨달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순절 새벽기도가 러시아어 회중에게 끼친 영향은?

한마디로 은혜와 도전입니다. 한인 성도들의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

에 충격을 받았고 한국교회의 부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직접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러시아권회중들이 먼 거

리에서 주일예배를 참석하기 때문에 주중에 새벽예배를 함께 드리

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3 사람이라도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면 새벽예배를 시작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 소유영 전도사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본문: 마태복음 21장 18-22절

9월 15일 금요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던 중 시장기를 느끼신 예수님은 무

화가 열매를 먹으려 했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말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

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음을 봅니다.

첫째, 의심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롬 10:17)

둘째,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십니다

셋째, 약속을 믿고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

다. 믿음을 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하는 하루, 서로를 칭

찬하며 감사하는 생활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품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드

립시다.

[소유영 전도사 인터뷰]

# 첫 새벽설교 때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2년전 청년1,2 부 수련회로 김재형목사님과 오인수목사님이 안 계

신 월, 화요일에 새벽설교를 했습니다. 전도사로 부임 받고 첫 설교

이어서 많이 긴장하고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 새벽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기준과 과정이 있나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 강해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본몬 선택을 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강해설교를 하다가도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음으로 기약하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본문이 정해지면 매일 시간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며 전해야 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며 머리 속에 정리를 합니다. 주석을 참고해 

설교에 필요한 시대배경과 중요한 단어들을 알아두고 예화를 찾기

도 합니다.

# 새벽설교를 하시면서 받는 은혜가 있다면?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제가 먼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 전에 회개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회중에게 설교한

다기보다는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15분 남짓한 설교이지만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며 본문을 

정하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설교지를 준비하는 과

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그 정

성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제 자신이 영적으로 더욱 깊이 있게 성

장함을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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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 수련회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선교부에 황욱이라는 청년입니다. 

저는 수련회 참가해야겠다고 결정짓기까지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한 것은 어떻게 내가 사랑하

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그들하고 좋게 지낼까, 내가 

죽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꼈어요. 그러던 참에 

수련회 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인내를 못하고 도망치듯이 가게를 그만 두고 나왔습니다. 오는 길

에 케리어 보다는 여태까지 마음속에 짐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번

에 수련회에서 답을 구해봐야겠다, 고민들을 다 내려놔야겠다라

는 생각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수련회 첫날부터 은혜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저한테는 너무 감

명 깊게 와 닿았습니다. 물론 저의 고민은 해결이 안됐지만 저의 

선택이 틀리던 맞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선교

사님 말씀에 중에 'talk to me'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미시

간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동네를 다니면 길

가는 사람들이 모두 같이 인사하는 것이 제게는 큰 친밀감 같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들에게 먼저 인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

니다. 그리고 수련회는 끝났고 선교적 삶에 대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재능 기부해야겠다고. 주변 사람들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반찬들을 만들어 줘야겠다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배

추김치를 담궈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시작 된 ‘선교적 삶’
황     욱

그리고 다른 한가지 제가 주목한 것은 선교사님의 지나 온 삶과 

현재의 가정생활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

니와 떨어져 살아야 했던 상황과 이혼 후의 어머니의 힘든 생활과 

죽음,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품었을 마음속의 여러 가지 부정

적인 감정들, 그로 인한 낮은 자존감이 주는 10대에서 20대의 젊

은 시절의 방황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처럼 브로큰 패밀리는 아니었지만, 가족들간에 화

목한 분위기에서 자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느꼈을 감

정들과 방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

지만, 지금의 선교사님의 결혼 생활과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

는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가 이루며 나아갈 가정에 대한 어떤 

희망 같은 것, 또는 모델 같은 것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교

사님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낮은 자존감과 부모에 대한 원망, 

방황 같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교적 삶을 가정에서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며 내

가 과연 결혼이란 걸 해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는 나도 얼마든지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

을 가지며 마음속의 짐이 훨씬 가벼워 지는 것을 느끼는 수련회였

습니다.

끝으로 지금은 청년선교부 수련회가 지나고 일상을 살지만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생활 중에서도 수련회 주제처럼 선교적 

삶을 계속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부터 알게 된 친

구인데 그 친구의 제안으로 저희는 매달 한번씩 꼭 만납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얘기를 나눌 때마다, 마음에 위로와 

사랑이 더욱더 차고 넘침을 느낍니다. 처음 그 친구가 만나자고 했

을 때 거절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좋으니 

더 가까워지지 말자고, 나와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결국 나를 

떠나더라고 하면서 거절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그 친구는 

다시 물어봐 주었고, 우린 그렇게 그 후로 매달 만나게 되었습니

다. 미국 오기 전 제가 살던 곳에 그 아이가 선교여행을 오면서 저

희는 그렇게 처음 만났었습니다. 정확히 일년 뒤 영어교사로 봉사

하러 왔던 그 아이를 다시 제가 살던 곳에서 만났고, 그 인연이 이

렇게 뉴욕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 미국의 한국인, 같은 언어로 얘기를 나누지만, 서로 좋은 

말만 하는,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한,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저희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죄가 있었습니다. 

죄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나의 모습에, 그

렇다고 또 누구에게도 상담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그 친구는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솔직하게 드러냈

었고, 그 연약함이 마침 제가 제일 힘들어하던 연약함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의 막힌 담이 허물어짐을 느꼈습니

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아이 앞에서 저도 살면서 그 누

구에도 고백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했고, 저는 말로 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서로를 위로할 수

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관계 가운데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구나

'를 처음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

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14)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쓸데없이 겉에 보여지는 것

만 말하던 저에게 먼저 진실하게 다가와주고, 먼저 연약함을 고백

해준, 그래서 공동체 사랑을 알려준 그 친구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못해서, 먼저 사랑하지 못해서 미

안하다고...

제가 느끼는, 왠지 모르게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한 청년선교부안

에서도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

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라서 더더욱 믿습니다.  그 친구가 보여준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공동체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자신이 속해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

니다. 저도 제가 사랑하는 저의 공동체, 청년선교부 안에서 더 다

가가며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하

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공간에 함께 한 곳에 모아주신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나

공동체 사랑, 청년선교부 사랑

2004년 12월 겨울, 퀸즈장로교회 중등부에 와서 2017년 8월 여

름 청년선교부에 이르기까지 1년에 평균 2번, 26번의 수련회를 다

녀왔습니다.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 수련회도 있고 어떤 수련회

는 아직까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스무 번이 넘는 수

련회를 다녀와 보니 수련회를 갈 때가 되면 기대보다는 무덤덤함

이 마음을 더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도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개인

적 성장이나 성숙에 관한 기대는 높지 않았습니다. 

이미 비전을 받았고 방향성까지 응답 받았기 때문에 정진하며 나

아가면 되지 더 이상 수련회 때 부어주시는 폭발적인 은혜는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수련회가 그러하듯이, 이번 수

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선 제 생각을 넘어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어 특별히 이민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비전을 받

았습니다. 이민학생들의 상황과 상태를 더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이번 수련회는 “불법체류자”나 “난민”이라

는 신분을 가진 학생들이 겪는 아픔과 1.5세와 2세들이 문화의 다

름에서 겪는 갈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전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었던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비전과 사명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

다.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

국 기대하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어떻게 비전을 

이루실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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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넘어선 은혜
박재상

먼저 이번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참석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처음 청년 선교부 모임에서 수련회 광고를 들을 때만 해도 수련회

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욕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갈 수 있는 상

황이 될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

기 때문입니다. 그전의 여러 차례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수련회 기

‘문화’를 넘어서는 ‘선교’
권오창

간 중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으면서도 수련회가 끝

이 나고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갔을 때 수련회 전과 별 다를 바 없

이 살아가는 내 모습에서 오는 괴리감과 허무감이 수련회를 기대

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가 다가 오면서 

언제 다시 청년선교부에서의 수련회를 참석 할까 하는 생각과 그

냥 2, 3일 휴식을 가지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수련회를 가기로 결

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관문이 있

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을 하루 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직

장의 사장님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서 어떻게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둘러대지 않고 정곡법으로 나가기로 하고 수련회 참

석의 이유로 하루 휴가를 요청했는데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져서 

참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련회 며칠 전 한 청년과 왜 수

련회를 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서 내가 왜 수련회를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루 빼면 하루치 일당도 

포기하는 건데 별 생각 없이 수련회를 가는 것 보다 저만의 다른 

의미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련회 순서만 따라가는 수련회가 

아닌 내 개인의 수련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순서 사이사이에 

성경을 읽기로 마음 먹고 쉬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

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련회 참석한 기간이 길지가 

않아서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는 시

간이 되었습니다.

수련회 강사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은 기독교는 

금욕적인 생활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

리가 가진 욕망들을 부정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욕망

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동안 잘 되지도 않는 금욕을 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죄의식을 가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하기도 했던 저의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나는 말씀은 선교는 거리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문

화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선교를 하려면 꼭 멀리 가서 

해야 된다는 약간은 거리감이 있고, 부담스러운 고정관념에서 벗

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과 한인 교

회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

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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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 떡을 만들어 대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창 18:6). 따라서 

이는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인 것이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종종 무교병을 먹은 일들이 등장하고 있다. 롯

이 낯선 사람을 대접할 때 급히 무교병을 구워 대접했으며(창

19:3), 기드온이 천사를 대접할 때에도 무교병을 대접했고(삿

6:19-22),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에게 차려준 빵도(삼상

28:24) 누룩없는 빵이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은 뜻하

지 않게 손님이 찾아 온 경우에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기 때

문에,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를 반죽하여 그대로 구워서 대접했

던 것 같다. 역시 출애굽할 때의 장면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워낙 급히 하는 바람에 빵을 발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

었기에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고 기록하고 있

다. 또한 이 기록으로 추측해보건대 이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는 누룩 넣은 빵을 만들어 먹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오늘날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긴박함을 기념하기 위

해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다. 그러나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

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 누룩은 음식에 발효를 일

으키는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누룩의 발효작용을 물질이 썩는 것

으로 이해하여 누룩을 영적인 의미에서 '부패'와 '타락'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소제, 레2:1-16)에 꿀과 누룩을 넣는 일이 금지되었다. 그러

므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해방을 기억하면서 종

교적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누룩'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

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본다는 것이다.  

이후 애굽의 누룩 넣은 빵은 헬라시대를 거쳐 로마시대에 들어오

면서 제빵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말총으로 만든 체를 이용

하여 고운 밀가루를 구하고 당분과 이스트의 작용으로 발효를 일

으켜 부드럽고 질 좋은 빵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기독교가 유럽 

전체로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제빵 기술도 유럽 각지로 퍼져, 빵

은 없어서는 안 되는 주식이 되었다. 따라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서 자신을 생명의 떡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요 6:35, 41)에 비유하시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조반으로 떡 (bread)을 주신 것을 보면 (요 

21:9) bread가 성경 시대에 가장 주된 주식의 형태였음에는 틀림

Food in Bible -3 ‘Bread’

“사람이 떡 (bread)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

니, 마4: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눅 4:4) 라는 구절에도 불구하고 이 떡

(bread)은 오랫동안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다. 이 생명의 ‘떡’에 해당하는 헬라어(άρτος)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bread, 즉 빵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한글 성

경에서는bread가 늘 ‘떡’으로 번역이 된다. 서양에서 주식으로 이

용되는bread와 같은 개념이라면 ‘떡’이 아니라 ‘밥’으로 번역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가끔 생각해보지만 인류 역사상 bread가 

여러 형태로서 종교적 의미를 전달함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문화에

서도 ‘밥’보다 종교적 의미가 강한 ‘떡’이 더 나은 단어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빵의 역사는 약 6000년 전 인류생활이 수렵목축생활에서 농경생

활로 넘어가면서 곡식을 반죽하여 돌에다 구운 것이 그 기원으로

서 처음에는 무발효 빵(무교병, unleavened bread)이었으나 기

원전 2000년에 이집트인들이 처음으로 이스트를 넣은 본격적인 

발효 빵을 굽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발효 빵의 시초인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빵의 발달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창

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 가던 천사 일행을 

알아보고 영접하는데, 사라는 저들에게 고운가루로 반죽하여 즉

성경 속의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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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것 같다.  또한 히브리어에서 베들레헴은 집이란 뜻의 "벧

트"와 떡이란 뜻의 "레헴"이 합해져 "떡집"(House of Bread)이란 

뜻을 갖고 있다.  이 곳은 룻기에서 룻의 시부모와 남편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하려니와 (룻 1, 2장), 보아스의 자손이며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과 예수의 출생지였다 (삼상 16장; 마 1장). 무엇보

다 예수는 생명의 떡 (bread)으로 여겨졌기에 이 지명은 적절한 

것이 아니었을까? 

기드온이 들은 꿈이야기에 등장하는 보리떡이나 (삿 7:13) 신약의 

오병이어 구절들 (마 14:17; 막 6:38; 눅 9:13; 요 6:9, 11)에 등장하

는 떡 (bread)은 유대인들의 주식으로서 보통 밀가루와 보리가루

로 만들었는데 보리가루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모양은 대개 지름이 40cm 정도로 납작하고 둥근 접시 모양

이었다는데 오늘날의 샌드위치처럼 빵과 물고기를 함께 먹었다는 

얘기도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요즘도 중동 사람들이 먹는 pita 

bread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 나

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출 16:13-15)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다. 만나와 떡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떡 (요 6:35)’, 하늘로서 내려온 떡 (요 6:58)’이라고 하심

으로써 인류의 영적 생명의 원천이 되심을 밝히셨다. 이스라엘 백

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음식인 만나는 ‘하늘의 곡식, 신령한 식물’로 표현되어지

며 깟씨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풀의 씨앗) 같이 희고 꿀 섞은 과

자 맛이 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출16:31). 어원적으로 ‘이것이 무

엇이냐’는 뜻이며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으로 맷돌에 갈

거나 절구에 찧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로 만들어 먹었

다고 한다.  어떤 학자는 단당류의 하나인 mannose가 만나의 성

분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하는 등 만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으나 성경에 나오는 먹거리 중 가장 맛이 궁금한 먹거

리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는’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

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

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막 14:22)’하셨는데 이렇게 떡을 떼어 주

심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을 모두 내어 주시다는 상징적 행위

로 해석할 수 있겠다. 

Bread의 원료인 곡류 (grain) 재배의 시작은 진정한 문명의 시작

인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 곡류가 처음 심어지고, 재배되고, 가루

로 갈아져bread로 만들어진 곳은 현재 이스라엘, 요르단, 이란, 터

어키와 레바논이 자리잡은 ‘비옥한 초승달 (Fertile Crescent)’ 

지역이었다.  그리이스의 역사가 Herodotus (484-425 B.C.)는 

조(millet)가 Babylon의 가공정원 (hanging garden)에서 자라

고 있다고 기술했고 이사야는 소맥 (밀, wheat)과 대맥(보리, 

barley)의 들판 가장자리에 귀리 (spelt)가 뿌려졌다고 언급했다 

(사 28:25).

에스겔서 4장 9-15절을 보면“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

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 모로 눕는 날수 곧 

삼백 구십일에 먹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떡을 보리떡 (barley 

cake)처럼 만들어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우라고까지 

되어 있다.  이러한 부정한 떡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할 고통과 

비참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겠고 이 9절에

서의 390일과 에스겔서 같은 장 (4장) 6절에서의 40일을 합친 

430일을 어떤 학자들은 애굽에서의 종살이 기간인 430년을 나타

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렇게 콩류를 비롯한 잡곡을 섞어 

만든 떡은 그리 좋은 맛을 지녔을 것 같지는 않으므로 결핍과 고

난의 상징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겠다.  

성경 시대에는 대부분의 두류가 렌즈콩 (lentil)이었다.  아마도 

이것이 야곱의 죽 (창 25:29-34)이나 에스겔의 떡 (bread)의 (겔 

4:9) 재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서가 아무리 배고픔에 지쳐 있

었다해도 장자권을 팔 정도였던 것을 보면 그 죽이 꽤나 맛이 있

었던 것 같다. 에서의 별명이 된 에돔은 ‘붉음’을 의미하는 단어였

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Moab 지방의 남부 지방 명칭이기도 했는

데 아마도 그 명칭은 이 지역이 붉은 렌즈콩 (red lentil)이 자라

던 땅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는 육신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음식을 먹지만 이

는 모두 썩을 양식인 것이다.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생명의 참 

떡’은 되지 못한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기

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으로 비유

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한 죄 사함의 실천을 위해 자신

의 살과 피, 곧 전부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이며, 이

것은 떡을 나누는 성만찬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성경 속의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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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장로교회가 61명(성인 53명, 어린이 8명)의 새가족을 맞아 지난 9월 24일 오후 4시 제 115기 새가족 수료예배를 화합과 축복의 예배

로 하나님께 드렸다.  새가족이 수료예배 때부터 우리교회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새가족과 이들을 섬겨온 새가족위원들로 

구성된 경배와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작됐다. 정길표 장로의 기도와 이지선 집사의 성경봉독,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김성국 담

임목사님은 ‘내 신부, 나의 친구들아’(아가 5:1)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이며 소중한 형제자매 된 새가족을 향해 축복의 말씀

을 전했다.

‘뉴욕새댁’ 송현림 새가족은 간증을 통해 ‘1년 남짓한 미국생활 중에 퀸즈장로교회의 새가족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충

만해지는 시간들이었다’고 새가족학교를 수료소감을 밝혔다.

박예임, 박연욱, 이인화, 송현림, 차승희 등 새가족 교우들이 함께한 블레싱합창단은 ‘Born Again’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안에서 

다시 태어난 영혼의 기쁨을 찬양했다.  

제 115기 새가족학교 수료예배는 어린 자녀들과 화요일에 교회로 오시기 어려운 부모님들을 위해 개설된 주일 영유아반 새가족학교 수료

자 8명이 함께 했다. 성인수료생들은 그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7주간의 새가족학교를 통해 교회안내와 더불어 담임목사님의 ‘예수의 

유일성’ 강의를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 접하고 퀸즈장로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을 축복하며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

한 각 선교회 임원들과 각 구역장 등 많은 회중이 합창한 ‘야곱의 축복’ 축복송을 들으며 그 기쁨을 더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온지 이제 약 3개월이 넘었습니다. 

간호사로 가족이민을 오게 되었고 오기 전부터 제가 몸 담을 교회

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지인 하나 없이 이런 낯선 땅에 남들보다 

늦게 오게 된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미국 도착 후 10일만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어 여러 가지 경험

을 쌓고 있는 가운데 퀸즈장로교회를 알게 되었고, 저를 교회로 

인도하신 함정순 권사님과 담대함과 믿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기간

3교구 정은지 교우

내 사랑, 나의 새가족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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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5 기 새가족학교 수료예배

새가족학교 수료 간증 새가족교육을 받던 중 풀 타임으로 일하기로 한 병원에서 서류 한 

장으로 인해 한 달이 연기되었습니다. 

한껏 들뜨고 한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다른 간호사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 나의 교만

이 고개를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큰 어려움 없이 일이 잘 진행

되고 있어서 또다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생각과 동시에 내

가 병원을 다니면 새가족교육 7주과정을 마치지 못할거라 생각했

거든요.

새가족교육 1주차가 끝나고 나의 풀 타임 병원은8월말로 연기되

었고, 그때 정말 화도 나고 실망도 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먼

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고 저 혼자 늦게 출발을 하게 되기 때문

이지요. 여기서 저의 또 다른 경쟁의식이 싹이 트면서 혼자 이리 

저리 해결하려고 했지만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했고 

마음의 평정도 찾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

으로 묵묵히 기도하면서 새가족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도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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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생각하니 제가 처음 예정된 시기에 병원일을 시작했으면 저

의 스케줄 때문에 아마 새가족 교육과정이 언제 끝나게 될지 몰랐

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의 연기가 퀸즈장로교회에서의 나의 믿음과 

소명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기회이며 또한 내가 아직 풀 타

임으로서 시작하기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

간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차분히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와 걱정 주

께 맡기고 나를 조금씩 아버지의 딸로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지금은 병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합니

다. 나의 미국에서의 생활이 퀸즈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명을 조금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15 기 새가족학교 수료예배

우선 퀸즈장로교회에 저와 저의 아내를 인도해주시고 새가족 교

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

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김성국 담임목사님, 교육하느라 애쓰신 김

재형 목사님, 혹시나 못 올까 봐 매주 새가족 교육 날이면 빠짐없

이 문자로 확인해주신 계화자 전도사님께도 감사 드리며, 매주 화

자녀된 
삶을 위한 
다짐의 시간들

2교구   김성빈 교우

새가족학교 수료 간증

요일 저녁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교우님들께도 감사

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퀸즈장로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친구가 출석하

고 있는 교회라 아내와 같이 출석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새 가족

임을 금새 알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하며 맞아주셨습니다. 친절하

게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예배 후에는 김성국 담임목

사님의 축복기도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매번 새가족교육 때나 주

일예배 때 많은 분들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었습

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걸음 한걸음 퀸즈장로교회의 가족으

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새가족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배웠고 또 예수 그리

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등을 배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

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새가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그 동안 주일을 지키지 않고 마음 속 

믿음만을 가졌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무늬만 

교인이 아니었나 싶을 만큼 무지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는 주일을 지키며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유일한 구

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믿으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을 살아가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받은 것

에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움 중에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

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여름방학을 뒤로하고 2017년 한국학교 가을학기가 9월 

16일에 함미희 전도사님의 시편4:3b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

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는 말씀으로 개강예배를 드렸습니다.  

3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한국학교는 “자

녀들이 한글을 잊으면 부모님의 마음도 잃게 됩니다.”라는 표

어를 가지고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

우심으로 우리 교회의 한국학교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학교에서는 한글과 한국의 문화(음식, 의상, 명절, 전통놀

이, 노래 등)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퀸장의 한국학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말과 

문화를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소중한 학습공간 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배움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며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들로 자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가

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번 학기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

을 가지고 아이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늘 풍성한 은혜로 학

기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며 많은 부모님

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한글의 힘!  한국의 힘!한글의 힘!  한국의 힘!
퀸즈장로교회 한국학교퀸즈장로교회 한국학교

# 성탄절 칸타타 -GLORIA 연습이 매 주일 저녁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찬양대원, 합창단원, 경배와 찬양팀은 참

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할렐루야 청소년 대회가 Sammy Lee 전도사 (미주사랑의교

회)를 강사로 10월 6-7일 (금,토)에 본 교회에서 열립니다. 중고등

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부서에서 단기선교 지원을 위한 빈 병과 빈 캔 모으기: 

각 가정과 교회에서 배출되는 빈 병과 빈 캔을 교회 파킹장에     

배치한 수집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목사 안수 

김정환 집사(김미자 권사 4WH2)의 장남 김재상 전도사가 9/12 

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강철호 집사(강옥순 권사 2F7)의 사위 박성권 전도사가 9/14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 조성순 집사(조승조 권사4F5)의 차녀 조에스더양의 결혼예식

이 10월 21일(토) 오후 7:30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아가페 교회 소식 아가페 교회 소식 
김홍덕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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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말 성경퀴즈

응모자

88

나만의 레시피

3부 시온 찬양대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계시며 소녀감성의 손재주가 많으신 장광숙 권사님의 맛있는 ‘마파두부’를 소개합니다.3부 시온 찬양대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계시며 소녀감성의 손재주가 많으신 장광숙 권사님의 맛있는 ‘마파두부’를 소개합니다.

장광숙 권사님의 초가을 느낌의 입맛을 살려주는 맛있는  ‘마파두부’

재료: 두부 1모, 간고기 2스푼,새송이 버섯 1개, 고추가루 2스푼, 다진마늘 1스푼, 
          다시물 1컵반, 파 4뿌리, 오이스터소스 반스푼, 소금 약간, 전분가루 2스푼

 

장광숙 권사

1. 두부와 버섯은 작게 사각형으로 썰어놓는다.
2. 파는 약간 굵게 쫑쫑 썬다.
3. 전분가루는 물 반컵 정도에 섞어 놓는다.
4. 조금 큰 냄비에 기름을 2스푼 정도에 고추가루를 넣고 약한불에 볶다가, 
     고기와 다진마늘을 넣고 중간불에서 볶아준다.
5. 4)에 준비해 놓은 다시물을 붓고 소금과 오이스터 소스로 간을 맞추면서 
     5분 정도 끓인 후에 두부를 넣고 한 소끔 끓인다.
6. 파를 넣고 골고루 저어주며 전분가루물을 농도를 맞춰가면서 부어준다. 한번 끓으면 불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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