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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루 24시간, 일년 365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부터 나의 시간은 없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포함하여 나의 삶 전부를 드려, 다스리시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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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합창단 연습, 공연 스케치
러시아어권 예배부 1년을 돌아보다
제자훈련 플러스, 퀸장의 비전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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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종말의 서막을 알리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어 풍성한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누릴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놀라우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맞이하면 가장 찬란한 인생이 되지만

성령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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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제절 제
(롬 8:5, 고전 9:25) (롬 8:5, 고전 9:25) 

절제는 믿는 자가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자신을 조절

(Self Control)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 유온 유
(마 5:5, 11:29)(마 5:5, 11:29)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종의 자세이며, 

그 가르침을 잘 따라 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즉 분노와 시기와 격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아 비움과 겸손의 모습으로 

이웃과 교인들을 섬기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충 성충 성
(딛 2:10) (딛 2:10)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 자세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충성된 종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양 선양 선
(엡 5:9; 롬 15:14) (엡 5:9; 롬 15:14) 

양선은 가장 고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들을 

대표하는 말이다. 

즉 삯이나 보상의 기대 없이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비자 비
(딛 3:4, 딤후 2:24) (딛 3:4, 딤후 2:24) 

자비는 남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말한다. 

오래 참음오래 참음
(골 1:11)(골 1:11)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금방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한다.

화 평화 평
(고전 14:33)(고전 14:33)

화평이란 말 속에는

통일성, 완전성, 쉼, 평안 그리고

안정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화평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AG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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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달

“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

희 락희 락
(롬 14:17, 살전 1:6)(롬 14:17, 살전 1:6)

희락은 영적 근원에서 나오는

기쁨을 의미한다.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사랑은 아홉가지 열매를 모두

포함하는 열매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새 법인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한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방법이며, 

사랑은 성령의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길이요 통로이다.

사 랑 사 랑 
(고전 13장) (고전 13장) 

믿음으로 사는 교회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 중심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말씀 중심

교회 중심교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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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

나는 해야 할 것이 있다.

1. 자녀를 마음대로 키우지 말라

많은 부모는 자녀는 나의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

로 키우려고 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을 때 자

녀들이 싫어 노여워 한다는 것이다(엡 6:4).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키우는 부모의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1) 자녀를 방치한다.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부모가 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가 교회 안

에는 있었지만 아버지가 바로 가르치지 않은 무책임함에 자녀들

이 방종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결국 망하게 된 것이

다. 

  2) 자녀를 간섭한다.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 목표 등을 부모가 마음대로 정하여 자녀의 

개인적인 바람은 듣지 않고 자녀와 대화 없이 일방적인 강요를 한

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노여워하게 된다.

2. 자녀를 말씀대로 키우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운다는 것은 

  1)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라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의 가정에 보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나의 자녀 가운데 있음을 잘 관찰하여 배

워서 재능을 격려하여 자녀로 하여금 나의 부모는 나의 나 된 것

을 기뻐하고 격려하는 분으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

  2)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라

자녀들이 시들지 않게 함에 생수와도 같고 빛과도 같은 말씀으로 

계속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은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 필요한 

물과 같은 것이며(시 55:1,3a) 길을 안내하는 빛과 같다(시 119 

:105).

3)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용서하라

우리 자녀들도 자라면서 여러 크고 작은 잘못을 범할 때 책망은 

은혜로운 책망이 되어야 한다. 

은혜로운 책망이란 마침내 용서해 주는 것으로 자녀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 21:18-21)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자녀 교육에 관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책임이 있음을 일러주고 불순종하고, 방탕하면 장

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사람들이 그런 자녀를 돌로 쳐 죽여서 그 

가정과 그 마을의 악을 제거하라는 것으로 이러한 징계는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이 불순종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자녀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

해 주어야 한다. 잘못에 대한 용서가 없으면 자녀들은 잘 양육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육적인 부모이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영적인 부모이

다.

AG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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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설교 요약

2017년 5월 7일2017년 5월 7일 에베소서 6:1-4에베소서 6:1-4

아비들아아비들아

2017년 4월 30일2017년 4월 30일 에베소서 5:22-33에베소서 5:22-33

결혼, 행복을 넘어 거룩으로결혼, 행복을 넘어 거룩으로

행복한 결혼이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서로 긍정적

인 마음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

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행복한 결혼보다 더 좋은 결혼은 거룩한 결혼이다. 

엡 5:26-27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거룩이란 단어를 두 번 사용한다.

거룩한 결혼이란 깨끗함과 영광스러움이 있는 결혼으로 거룩한 

가정은 그 가정의 가치를 깨끗함에, 목표를 영광스러움에 두는 것

으로 가정 구성원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맺어지는 열매이다. 

1.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엡 5:22-24)

복종이란 단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복종(빌 2:5,8, 

9)하셨다. 예수님의 복종은 적극적인 복종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에게 지대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남편을 머리로 세워 권위와 책임을 주셨다.

모든 아내는 자기 남편이 자기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역할의 차이는 두셨지만 차별을 두시지는 않

으셨다(갈 3:28).

(엡 5:33b)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

면 진정어린 복종을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의 아내 사라의 역할이 컸

다(벧전 3:1,5,6).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했고 비겁했다(창 12:10-

13). 

2.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엡 5:25-30)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같이 아

내를 사랑하는 것은

  1)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것(골 3:19)

과격한 언어와 폭력으로 괴롭히지 말라

  2) 아내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사 54:5-7)

하나님은 거룩한 남편되시며 결코 아내 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이다.

  3) 아내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

남편에게는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다. 예수님이 교회에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아내를 위해 내놓아 죽어야 한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든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죽으셨듯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죽

을 수 있어야 한다. My life for my wife!

  4)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성장시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다. 

아내를 말씀으로 점점 깨끗하게 영광스럽게 해 주어야 한다.

결혼은 행복을 넘어 거룩한 결혼이 되어야 한다.

깨끗함과 영광스러움, 이것이 거룩한 결혼의 핵심이다.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깨끗함과 영광스러움이 각 가정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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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9일2017년 3월 19일 에베소서 4:17-32에베소서 4:17-32

부활의 사람들부활의 사람들

담임목사 설교 요약

부활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옛 사람: 엡 

4:22b)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새 사람 : 

엡 4:24)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옛 사람의 3대 특징(엡 43:17-18)

 -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1) 허망한 것으로 행함

    2) 총명이 어두워짐

    3) 마음이 굳어짐

새 사람, 부활의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가 오늘을 어

떻게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1. 새로운 생각

부활의 사람은 변화로 인해 생각이 바뀐다. 새롭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엡 4:20-21, 요 6:5-9). 

밝고 좋은 점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불가능의 상황과 세상 가운

데에서도 가능함과 진리를 생각한다(요일 5:20b).

2. 새로운 마음

굳은 마음에 성령이 임할 새로운 마음(엡 4:23)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겔 36:26).

이 성령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의 영(롬 1:4) 곧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이시다.

3. 새로운 행동

부활의 사람은 행동(엡 4:25-29,32)과 말이 다르다. 부활의 사람

은 선한 새로운 행동이 있다.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변화

된다. 부활의 사람은 찬송의 제사, 선한 행동의 제사(히 13:15-16), 

두 가지 제사를 드린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미래에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삶

을 완전히 바꾼다. 

부활의 사람들은 지정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달라져 부활의 축

복이 미래의 관점으로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1.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을 본받아야 한다(엡 5:1).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하

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2.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1)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요일 4:8b) 자녀들은 그 사랑의 성품을 본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본

받는 것이다(엡 5:2).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를 버려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된 것으로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2) 하나님의 빛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요일 1:5b) 누구도 가까이 못할 빛 중에 거하

신다. 스스로 빛을 좋아하시며 천지창조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도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빛을 본받아야 한다(엡 5:8).

빛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엡 5:9). 빛은 어두움 속의 죄를 드러

나게 하며(엡 5:13) 죄를 해결할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요일 

1:7).

  3)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롬 11:33-34).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말씀이라는 수단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지혜의 정의는 최선의 목적을 위해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속성

과 행위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이라는 아름다고 놀라운 목적을 위해 험한 

고통의 십자가를 수단으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고전 1:18,23,24).

3.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줌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고(롬 5:5b)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다(출 35:31).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 지혜의 사람이 된다. 성령님을 통

해 사랑도 빛도 지혜도 임한다. 그리하여 (엡 5:18b) 오직 성령으

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롬 8:14,16).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반드시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 자녀의 생명력은 성령이 부어질 때 강하게 일어난다. 

2017년 4월 23일2017년 4월 23일 에베소서 5:1-21에베소서 5:1-21

하나님을 본받는 자하나님을 본받는 자

소통하는 다민족교회소통하는 다민족교회

한마디씩 배워요 ^^한마디씩 배워요 ^^

Praying for you 플레잉 포 유

웨이 니 지다오

기도합니다KidoHamnida

wéi nĭ qídăo

마이 몰림쎄

기도합니다

Мы молимся My molimsya

pre fə (r) jəɪŋ
为你祈祷

https://youtu.be/aacTx-mM_Ss
https://youtu.be/gnknvR2f3EU
https://youtu.be/FfJRMkHSoRA
https://youtu.be/ZxajbffEJ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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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요. 그 곳엔 아이들의 머리를 만져주고 손을 얹는 것이 축복을 

해 주는 거에요. 아이들을 만나면 머리를 내밀어요. 그러면 손을 

얹어 주고 축복을 해 주는 것이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해 줄 

수 없어요. 고름이 줄줄 흐르는 머리에 손을 얹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팀들에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싫은 

표정 하지마라 나중에 캠프로 돌아가면 손을 깨끗이 씻어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느날 아이를 안는데 그런 생각이 깨끗이 사라진 

거에요. 정말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안을때 나도 꺼리끼

는 마음이 있다는 자체는 내가 가식이었쟎아요. 제가 이 고민을 2, 

3년간 했는데 말끔히 사라진거에요. 정말 은혜지요. 그러다보니 

그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사람 사

는데 이 스킨십이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았

는데 누구에게 보일 일이 없어요.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신데, 내가 가식적으로 보여줄 일도 없는거에요. 혼자만의 갈등

이었어요. 그걸 없애주신 거에요. 그 다음부터는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전기, 우물

그 후로 제가 받은 달란트는 전기니까, 선교지에 효과적으로 사

용할 수 있었어요. 전기공사도 해주었지만, 나중에 태양광 전기가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필요로 한데가 많아졌지

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시간과 과정들을 통해 저를 사용하시

고 인도하신거에요.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들의 삶이 안타깝잖아요. 그 아이들이 단지 그곳에서 태어났다

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

는 것이 마음이 아픈거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들

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물이다. 그래서 우물 파는 일

에 적극적으로 일을 했어요. 교회도 짓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물

이 중요하기에 우물 두개를 팠어요.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운데 갈 

수록 땅 속 깊이 파야하고, 사막에 우물을 파야 하는데 장비를 가

져가야 하는 도시도 있죠. 사막까지 이동해야죠. 사람을 믿어야 하

죠. 땅을 파면 물이 다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힘이들죠. 

기도의 능력

이런데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과 교회가 기도

해 준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선교 나가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느낌이 있어요. 2006년에 북한을 갔어요. 장목사

님께만 얘기하고 갔는데, 북한에 가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가는 것

도 조용히 갔는데 못나올 뻔 했어요. 나오다가 문제가 있었는데, 

무사히 나왔어요. 목사님께서 축도할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

데요. 그래서 교회가 알고 같이 기도를 해주신거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게 느껴지는거에요.

처녀 선교사

저에게 단기 선교에 대한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한번은 

탄자니아를 먼저 일주일동안 선교하고 바로 케냐를 일주일 하러 

갔어요. 그 때 20시간을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 때 저를 뭉클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는

데, 탄자니아에 현지인 교회 공사를 하러 갔어요. 주일에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을 때 저를 안내한 선교사님의 소개

로 한인 처녀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인사를 하는데, 짐바브웨에서 

선교하다가 향수병이 걸린거에요.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접고 귀

국하려고 하다가 탄자니아 이진섭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여동생

처럼 한달동안 같이 기도하며 얘기하며 힐링을 한거에요. (장로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을 못 이으심) 그래서 귀국하지 않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그 전날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도 

그 자매 선교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거에요. 당시 32살이었는

데, 짐바브웨에는 아무도 없고 현지인만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

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다시 돌아 간다는데 친동생을 남겨두

고 떠나는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

음 아팠던건, 우리가 햇반, 라면, 스낵등을 가져 갔었는데, 우리가 

돌아올 때가 되니까 그 여 선교사에게 줄게 없는거에요. 남은 과자

가 좀 있어서 주었어요. 그 분이 4년동안 한번도 못본거에요. 그걸 

주니까 너무나 고마워 하고 굉장히 감사해 하는거에요. 그 모습이 

오히려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왜 저 자매 선교사가 이 아프리카에 와서 힘들게 있을까? 주께

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됐죠. 내가 

힘들 땐 항상 그 자매를 생각해요. 저를 되돌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에 관한 연결을 해주신 것이라 믿어요. 그 과정을 통해 

‘정길표 너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잘 극복해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위원장으로서의 단기 선교지 예방

해외선교 위원장으로서 제가 모르는 곳은 단기 선교지로 정하

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야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우리 팀들이 가서 

어떻게 먹고 자는지도 알아야 하고, 이번엔 특별히 캄보디아는 

37명, 우리 단기선교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갑니다. 짧은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담임목사님께서 함께 가시는 곳

이라 우리의 사역과 동선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려고 갔었어요. 

중국에서는 하루 일정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소수민

족인 묘족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의 사는 모습, 어려운 환경

을 보고 왔습니다. 묘족은 한족에게 쫓겨서 깊은 산꼭대기에 길도 

없는데서 땅 개간해서 옥수수 농사하고 돼지 키워서 살아요. 그분

들이 정성으로 밥을 차려 주고 기도하는데요 그 분들이 얼마나 감

동을 주는지요.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긴다는것이 

어려운데 그 모습을 보고 왔어요.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캄보디아 이일훈, 박수영 선교사님(이이안) 과

땅 전도사님(캄보디아현지인)

캄보디아 이일훈, 박수영 선교사님(이이안) 과

땅 전도사님(캄보디아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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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2017년 단기선교를 이끄는 정길표 장로2017년 단기선교를 이끄는 정길표 장로
소유영 전도사의
소유영 전도사의

단기선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때 가장 바쁘신 해외선교위원장이신 정길표 장로님을 만나뵈었습니다. 얼마전 짧지만 바쁘게 

단기 선교지를 방문하셨고, 힘드셨는지 코 밑이 헐어서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장로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장로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읽으시면서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단기선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때 가장 바쁘신 해외선교위원장이신 정길표 장로님을 만나뵈었습니다. 얼마전 짧지만 바쁘게 

단기 선교지를 방문하셨고, 힘드셨는지 코 밑이 헐어서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장로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장로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읽으시면서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교의 교회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저의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 정경애권사와 직장 생활하며 집 근

처 미국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진이(Joseph)가 있습니다. 그리

고 제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해외선교위원장, 시설관리위원장, 

갈렙선교회장입니다.

저의 첫 단기 선교는 그동안 서포트만 하다가 결심하고 1994년

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처음 갔었습니다. 당시 홍재광장로님과 

강혜신 집사님등과 같이 갔었고, 그 때도 물론 자비량 선교여서 

쉽지 않았어요. 비행기 티켓과 사역에 필요한 물품들, 숙박 숙식을 

모두 자비로 해결해야 되서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시 “저에게 돈은 없지만 선교지에 이 달

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주의 일을 계

속 하겠습니다.” 는 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단기 선교를 나

가게 된 계기였지요. 

갈등들

두번째, 세번째 나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당

시엔 사업을 막 시작하던 때라 Helper 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하였

는데 제가 일을 안하면 어려웠었고 물질적인 부담으로 갈등이 있

었습니다. 단기 선교 다녀오면 일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이 갈

등은 몇년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갈등이 없어진 

이유는,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전혀 생각 안했던 할 일이 항

상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한 체험을 함으로써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선교를 가면서도 이 갈등이 계속 있긴 했지만 하나님

께서 여호와 이레로 5, 6년 지나니까 처음보다 나아지고 사업도 

안정되었지만,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텐데 왜 걱

정을 하냐 라는 것으로 그 갈등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동안 나가면서 또 한가지 기도 가운데 저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계속 선교를 나가면서도 내가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

로 나갔느냐 하는 스스로에게 물음이 왔어요. 선교 나가면, 아이들

이 솔직히 더러웠어요. 아이들 손을 잡아 주는 것이 꺼려졌어요.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손을 잡는데 나는 불결하게 느껴지는 거

에요. 내가 정말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거냐 는 갈등

이 2, 3년 정도 오는거에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

는데요. 머리에 고름나는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많은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김관중 선교사 내외와 알마티 퀸즈장로교회 교인들김관중 선교사 내외와 알마티 퀸즈장로교회 교인들

인터뷰 중인 정길표 장로인터뷰 중인 정길표 장로



금년에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퀸즈장

로교회 모든 식구들을 말씀의 초장인 가족

수련회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예정이다.

7월2일 주일 저녁부터 2박 3일동안 열리

는 가족수련회를 통하여 받을 은혜를 사모

하며 말씀을 받을 ‘큰 보따리’를 준비하게 된

다. 금년 여름가족수련회가 Exciting한 이유 

중 또하나가 더 있음을 꼭 알리고 싶은 마음

이 앞선다. 담임목사님 기도의 응답을 통하

여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시게 된 것이다.

바로 ‘김승욱’ 목사님이시다.

퀸즈장로교회가 배출한 1.5세 목회자 가

운데 성공리에 목회 중이신, 한국의 모범적

인 할렐루야교회의 담임목사님이시다. 제한

적인 지면을 통하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

기는 거의 불가능이며, 한가지 강사 목사님

은 퀸장의 제1회 중고등부 ‘시와 찬미의 밤’

에 출연하셨던 분이다. 그때 함께한 또래가 

김지현 집사, 최미희 권사, 허강 집사 등이

다.

금년도 여름가족수련회의 주제는 ‘살아계

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로써 제목만 보

아도 은혜의 수련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또한 교회학교의 짜임새 있는 각종 프로그

램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에게도 기억에 남을 여름수련회가 될 것이

며, 중국어 예배에도 확장된 예배실에서 보

다 나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랑하는 퀸즈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망설임없이 모두 등록하여 말씀의 은

혜와 성도 간의 교제 등을 통하여, 재충전하

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

로가 되어지기를 기대한다.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의 동산, 2017년 

여름가족수련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G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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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인 여름수련회

“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 ”“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 ”
캠프장 김원도 장로

- 2017년 여름 가족 수련회를 기대하며 -- 2017년 여름 가족 수련회를 기대하며 -

강사 김승욱 목사강사 김승욱 목사

김승욱 목사김승욱 목사

허강
집사
허강
집사

김지현
집사

김지현
집사 최미희

권사
최미희
권사

1983년 8월13일에 퀸즈장로교회 학생부가 주관한 ‘시와 찬미의 밤’ 행사가 있었다. 그로부터 34년의 세월이 흘렀고, 

사진 속에는 2017 전교인 여름수련회에 주 강사로 오시는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담임목사님과 김지현 집사, 허강 집사, 

최미희 권사의 앳띤 모습이 담겨져 있다. 퀸즈장로교회의 산 역사와 같은 이 분들의 이야기가 여름수련회에서 어떻게 

펼쳐질 지 몹시 기대된다.

2017 단기 선교

이번 선교는 6월 8일이 1진으로 담임 목사님과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하고, 8월 29일 할렘을 마지막으로 여정을 마칩니다. 더 자세

한 일정은 아가페 6월호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작년까지 할렘 

빼고 단기 선교 나간 인원이 65명인데, 올해는 100명이 넘었습니

다. 국내 중 남미, 미국내, 인디안 보호구역, 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인디아 전 세계를 가게 되는거죠. 

우리 교회가 매년 선교를 늘려 가고 있어요. 늘려 갈 수록 저는 

할 일이 더 많아져요. 말이 100명이죠. 비행기 예약부터, 모르는 

현지를 그냥 가라고 할 수 없고, 다 파악이 되어야 하기에 더 힘들

어지는거죠. 제가 이디오피아도 갔다 왔거든요. 우리 팀이 가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신분에 문제 있는 분들을 위

해서 인디안 보호구역도 가게 되었구요. 작년에도 은혜가 있었거

든요. 선교지를 일단 다녀오면 변화가 있어요. 우리 해외 선교회가 

세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열한 분의 협력 선교사가 있습니다. 오

랜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중남미 혼두라스를 주일을 

낀 일주일을 다녀오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

어서 지금 단기 선교하기도 좋아졌어요. 중국에 첸 전도사님이 같

이 가니까 언어가 해결됐죠. 송요한 목사님은 영주권만 해결되면 

러시아권에 갈 수 있고, 스페니쉬 하는 분도 있으니 중남미 문제

없죠. 영어권은 아프리카를 포함해 어디든 갈 수 있고, 다양하게 

기회를 제공하느라고 나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버 선교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동안 일하시느

라 시간은 없고, 물질만 서포트 하신 분들을 위해 기회를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모든 연령대가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어느 누

가 가도 할 일은 있어요. 일을 찾아 드릴 수 있어요. 이번 실버가 

할 사역은 의료, 안경, 일대일 복음 사역을 합니다. 의료는 현지 한

국 의료 선교사가 있구요. 그 옆에서 안경 사역하고, 모인 사람 두

고 복음 전하면 되고, 시니어 그룹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

나게 될겁니다. 1진으로 아이들 사역하고, 2진은 어른 사역을 할 

건데 이미 15명이 모였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사역을 해

야죠. 이틀 정도 마야 문명의 발상지 문화 탐방과 폭포와 온천지도 

방문할 겁니다. 이렇게 직접 가서 보면 그 분들을 위한 생생한 기

도제목이 생길겁니다. 

우리교회 좋은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매년 기도로 물질로 선교를 위해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 

눈물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 단기 선교 끝나고부터 ‘실질적인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겠

다’해서 세계선교와 선교사님들만을 위한 해외선교위원회 기도회

를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가

까와 옵니다.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서, 열

방을 향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교의 교회가 되길 바랄 뿐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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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PE

No.

1

2

3

사역지

카자흐스탄

니카라과

캄보디아

기간

6/8 - 6/15

7/14 - 7/23

7/12 - 7/22

예상인원

7

14

36

사역내용 말씀사역자

김성국목사, 함미희전도사

이양미전도사

김성국목사, 강지영전도사

신학교세미나, 전도폭발, 일대일복음, 네일아트

의료, 일대일복음, VBS

목회자세미나, 말씀집회, 의료, VBS, 어린이 전도폭발, 
어린이 음악교육, 검안사역, 미용, 네일아트

4

5

6

7

온두라스 

온두라스 실버

인디언보호구역

중국

7/15 - 7/22

7/22 - 7/29

7/21 - 7/29

7/23 - 8/2

13

11

12

7

이명옥전도사

심의례전도사

이소영전도사

김성국목사, 첸위지, 황혜옥, 
차평화전도사

일대일복음, 검안사역, VBS

의료, 전도폭발, 일대일복음, 검안사역

현지선교사 사역보조, 성전보수, 일대일복음, 노방전도

목회자세미나, 교사양육, 교회탐방

8

9

10

인디아

에티오피아

할렘

7/28 - 8/7

8/4 - 8/19

8/29

2

14

50

김도현목사

진기웅전도사

오인수목사, 계화자, 소유영, 
최진식전도사

현지인 사역자세미나, 일대일복음, 힌두대학교 내 교회방문

목회자세미나, 말씀집회, 일대일복음, 교사강습회, 어린이전도집회

찬양집회, 말씀집회, 일대일복음

166TOTAL

2017년 단기선교 일정2017년 단기선교 일정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중국 묘족 교회 방문중국 묘족 교회 방문

2017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 해 주세요.



기도로 도우신다(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님 친히 기도하신다)

복을 주어 도우신다

살아나게 하신다(영의 소생)

나를 어떻게 도우시나?
(롬 8:26-28)

나를 어떻게 도우시나?
(롬 8:26-28)

11

성경(직접, 또는 교사를 통한)을 가르치신다. 

마땅히 할 말을 그 때에 가르치신다.

광야(영적 어려움은 축복의 자리)를 가르치신다.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나?
(요 딤후 14:26 / 3:15-17)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나?
(요 14:26 / 딤후 3:15-17) 

12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로 예수그리스도의 
말씀과 내적인 증거(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얼
굴을 대하듯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와 외적인 
증거(성령의 내조하심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 
예배드림, 어려울수록 더욱 간절함, 정결한 영을 
사모하는 회개함)가 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수있나? 
(고전 3:16-17)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수있나? 
(고전 3:16-17) 

9

바른 영적인 분별력으로 장소로 인도하신다.

진리(말씀)로 인도하신다.

변화(죄와 상관없는 삶)로 인도하신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롬 8:12-17)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롬 8:12-17) 

10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으로, 성자 하

나님의 다 이루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시

킨 성령의 역사이다. 거듭남의 증거는 내면(생

명)의 변화 회개와 확실한 믿음, 기쁨, 가치관의 

변화로 생의 목표가 달라진다.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 
(요3:1-8)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 
(요3:1-8) 

7

구원의 약속(칭의, 성화, 영화의 약속)을 주셨고, 

하늘의 기업의 약속을 보증하셨다.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
(엡 1:7-14)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
(엡 1:7-14) 

8

AG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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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따스한 성령님, 이 곳에”

따스한 성령님, 이름과 상징 따스한 성령님, 이름과 상징 

따스한 성령님, 구원과 동행따스한 성령님, 구원과 동행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본질상 다치기 쉬운,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 더러움에서는 떠나시는 결코 

속일 수 없는 성령님.

평화롭고 민감하신 성령님
(요 엡 1:29-34 / 4:30) 
평화롭고 민감하신 성령님
(요 1:29-34 / 엡 4:30) 

5

물로 상징된 성령님은 새롭고 깨끗하게 하신다

(내적치유)-자신의 과거 상처에 대한 새로운 해

석과 정죄로 부터의 자유함을 주신다.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로 최고의 영

적인 상태를 누리게 하신다.

깨끗하고 풍성하신 성령님
(요 딛 7:37-38 / 3:5-6)
깨끗하고 풍성하신 성령님
(요 7:37-38 / 딛 3:5-6)

6

다른 보혜사는 대언자 예수님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 

신뢰하며 기뻐하며 항복할 때 우리를 이끄신다. 

자녀라는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요 14:16-18) 또 다른 보혜사 (요 14:16-18) 3

불(계속 타오르는)과 기름(계속 부어져야 하

는)으로 상징되는 성령님

뜨겁고 따듯하신 성령님
(마  요일 3:11-12 / 2:27)

뜨겁고 따듯하신 성령님
(마 3:11-12 / 요일 2:27)

4

창조하시는 성령님, 루아흐(바람=성령)는 어디

서나 계시며 구원의 사역을 밝히신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잊고 사는 

인생들, 심지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

지 못하며 성령을 무시한 삶은 죽음이다.

잊혀진 하나님 (행 19:1-7) 잊혀진 하나님 (행 19:1-7) 1
지혜와 총명의 영(마음, 생각, 손에 역사하심), 

모략과 재능의 영(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계획을 

생각하는 삶의 방식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

외하는 영(머리와 눈)으로 계획과 생각의 삶이 

변한다.

그 아름다우신 이름들 (사 11:1-2)그 아름다우신 이름들 (사 11: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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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특  집

작년 사순절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따스한 성령님 이곳에”라는 주제로 아침마다 말씀의 잔치를 누리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찬양하며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갔었습니다. 아가페의 성령의 달 특집을 맞이하여 사순절 때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 5:18b)

성령으로 충만하시나요? 성령님과 가까우신가요? 혹시 성령을 근심시키지는 않으신가요?

성령님이 누구인가요? 무엇을 하시나요?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병이 낫고 신비한 체험을 일으키는 신기한 능력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불꽃, 바람, 

햇빛 처럼 인격이 아닌 물질로 오해해서 성령을 나눠주고 받아야 한다며 물건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절대 괜찮지 않듯이 성령님을 잘 모르는 것이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을 계획하시고,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무리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어도 이 소식이 나의 것이 되려면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성령은 구원의 보증, 증거입니다(엡 1:13-14).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고전 

12:3).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에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

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요 15:26).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기도가 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롬 8:26). 성령이 없으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은

사와 능력을 주십니다(고전 12:4).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곧 성령의 열매 입니다(갈 

5:22-23).

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잘 알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19세기 말 하나님께서 미국에 거대한 부흥을 일으키실 때 D. L. 무디 목사님은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복음적이며 영감있고 열정

적인 그의 설교를 들으러 집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집회를 가지려 준비모임

을 갖는데, 어떤 목회자가 일어나 “왜 강사로 무디 목사님만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

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라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성령에 사로집힌, 성령으로만 채워진, 그래서 성령님이 독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

한 성령님이 독점하시는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성령님이 독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글을 다시 읽는 가운데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시길,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태우시길, 사랑스러운 성

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따스한 성령님, 이 곳에 ”“ 따스한 성령님, 이 곳에 ”

오인수 목사

https://www.youtube.com/watch?v=g0EVAjDbyVE
https://www.youtube.com/watch?v=ncyo5bvu-IM
https://www.youtube.com/watch?v=nYUx98MAYns
https://www.youtube.com/watch?v=emaR6JoM9tI
https://www.youtube.com/watch?v=4dmXGCpfJGs
https://www.youtube.com/watch?v=HUefpN3rppk
https://www.youtube.com/watch?v=oqacAKxoQt0
https://www.youtube.com/watch?v=Ji1MNxKTUe4
https://www.youtube.com/watch?v=gmSNi1EhvGc
https://www.youtube.com/watch?v=_JmQfDdAO1Y
https://www.youtube.com/watch?v=-KPh-0K40NQ
https://www.youtube.com/watch?v=Yrl8jj3S1do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다른 언어이며 개
인적인 덕에 유익한 것으로 성도 모두에게 열려
있다. 예언은 어둠을 밝혀 장점을 세우고 눈이 
열려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생활 속에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방언과 예언을 막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오늘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고전 14:1-12)

오늘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고전 14:1-12)

23
다윗이 모델: 하나님과의 친밀함(intimacy), 마

음의 완전함(integrity), 손의 능숙함(skilled)으

로 겸손함과 기도로 준비하고 연습하여 쓰임받

은 자가 되어 평등하게 성실과 공의를 정직한 

마음으로 행한 자이다.

열매와 은사를 함께 가진 자의 세가지 
특징은? (시 78:70-72) 

열매와 은사를 함께 가진 자의 세가지 
특징은? (시 78:70-72) 

24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이 풍성히 베푼 은혜가 있

었으나 율법을 떠난 은혜와 육체를 떠난 성령님

의 가르침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다.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것과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고전 12:31-13:13)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것과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고전 12:31-13:13) 

21
우리 교회는 말씀중심의 예배와 교육에 정진하
고 있으며 열매를 맺는 풍성한 교회이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키우는 능력의 부
족함이 있다. ‘그러나의 믿음’ 주님은 할 수 있음
을 믿고 성령충만 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인 
자가 되어 질서있게 행하여 신령함을 이루자.

우리교회의 풍성한 것과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눅 18:18-27)

우리교회의 풍성한 것과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눅 18:18-27)

22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으로 아직 죄인으

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그러므로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나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결과이다. 

열매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가? 
(갈5:22-23) 

열매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가? 
(갈5:22-23) 

19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모든 

직분의 출발은 성령님의 은사로 부어주시는 것

으로 성령님의 동의함이 있으니 겸손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한다.

은사가 없으면 직분도 없는가? 
(고전 12:4-11)

은사가 없으면 직분도 없는가? 
(고전 12:4-11)

20

따스한 성령님, 공동체와 예배따스한 성령님, 공동체와 예배

따스한 성령님, 열매와 은사 따스한 성령님, 열매와 은사 

예배에서 성령님을 높이지 않고 그의 역사를 소

멸하여 슬프게 하는 경우가 많다. 성령님은 예수

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깨닫도록 항상 높이셨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성령님을 소멸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살전 5:19-22) 

성령님을 소멸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살전 5:19-22) 

17
구원을 위하여, 사역과 보증을 위하여, 온전케하
는 열매을 위하여 주시는 성령충만함은 온몸이 
잠기듯이 완전한 지배를 받는다. 시간의 완전한 
성취를 이뤄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예배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 세상에서 가장 가
치있는 시간이 됨이 증거이다.

성령충만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엡 5:18-21) 

성령충만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엡 5:18-21) 

18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 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 이 때가 예배의 때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두루 행하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

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한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요 4:23-24)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요 4:23-24) 15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체이시다. *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양심을 회복시켜 새롭
게 된다.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제
를 통하여 내 영과 친밀하게 교제하신다.

*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리더 그룹을 통하여 성
령이 말씀하신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계 행 2:29 / 13: 1-3)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계 2:29 / 행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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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과 더불어 신앙생활하

고 ‘모아 기다리더니’의 간절한 기다림의 겸손

함,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의 신앙으로 후세

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정

성령님께서 부어지신 가정을 아십니까? 
(행 10:44-48) 

성령님께서 부어지신 가정을 아십니까? 
(행 10:44-48) 

13

성령이 이끄신 안디옥교회는 여호와의 손, 성령

님이 함께 한 교회이며 성령충만한 사역자들이 

있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경청하고, 준비하고, 

작정하여 즉시 실행함으로 순종하였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찾으십니까? 
(행 11:19-30)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찾으십니까? 
(행 11:19-30) 

14

14 

AGAPE특집 -  “따스한 성령님, 이 곳에”

15 

AGAPE 특집 -  “따스한 성령님, 이 곳에”

성령님은 개혁(수직과 수평적인 완전한 것)의 

필요성을 보게하신다. 

그리스도의 피(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는 성령으

로 임하셨다. 우리는 성령과 피로서 개혁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 
(히 9:8-14)

성령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 
(히 9:8-14)

35
구약에서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생기
(루아흐=성령)도 성령께서 이루신 것으로 위로
부터 부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성
령님께서 함께하셨고 떠나실 때도 부탁하셨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
면 영과 육이 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롬 8:10-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롬 8:10-11) 

36

평범한 기본적인 것(음식의 시험)에서, 세상에

서의 성공의 시험, 교회에서 말씀의 시험을 주는 

마귀를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겨야 

한다. 

성령에게 이끌리심 (눅 4:1-15) 성령에게 이끌리심 (눅 4:1-15) 33
진정한 성령 기도의 출발은 따스함과 기쁨과 감
사하는 것이다. 기도의 내용의 시작은 인격자이
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하며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의 호칭이 반드시 있어 호칭에 부
응한 겸손한 태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감사함
이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구하며 순종
하는 것으로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한다.

성령으로 기도하심 (눅 10:21-24) 성령으로 기도하심 (눅 10:21-24) 34

타락 이후의 여자의 몸으로 난 자는 더럽혀진 
사람이되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거룩함의 기름부음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놀라
운 선물인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 삶에 모시어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
람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 큰 자가 되자.

성령으로 탄생하심 (눅 1:26-38)성령으로 탄생하심 (눅 1:26-38)31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성령의 강림’이다. 예수님
께 성령은 세례를 받으신 후(세례는 회개가 뒤
따른다)와 기도하신 후에(간절히 집중하여 구하
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 같이 임하셨
다. 왜 강림 하였나? 하나님 말씀은 실제 사건임
의 확신을 위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확인
하여 주님의 사역에 거하라 강림하셨다.

성령이 강림하심 (눅 3:21-22)성령이 강림하심 (눅 3:21-22) 32

따스한 성령님, 비전과 선교 따스한 성령님, 비전과 선교 

따스한 성령님, 예수님과 우리따스한 성령님, 예수님과 우리

이방인의 절망과 구원에 대한 암담함이 예수님
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같은 나라의 권속으로 
부름 받아 모든 열방을 하나로 한 새사람을 만
들어가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구원받은 이방인
의 삶과 비전은 다민족예배와 교회를 이뤄 주님
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게 해야 한다.

모든 민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 
(엡 3:11-21) 

모든 민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 
(엡 3:11-21) 

29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 사랑,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자

가 가르쳐야 한다. 

모든 세대는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말씀에 

충만하여야 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 
(행 2:14-21)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 
(행 2:14-21)

30

하나님의 나라는 초림으로 이미 왔고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며 성령을 통해 지금 체험할 수 

있는 나라이고 그의 통치권을 성령 받은 자로 

인해 계속 확장되고 완성된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마 12:22-32)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마 12:22-32)

27

성령의 흐름은 먼저 나를 향해 성령의 임재 하

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온몸이 잠김 속으로 들어

가야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

아 세상을 향해 흐르는 성령의 물처럼 세상으로 

나가 죽은 곳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흐름이다.

성령님은 어디로, 왜 움직이시는가? 
(겔 47:1-12) 

성령님은 어디로, 왜 움직이시는가? 
(겔 47:1-12) 

28

비전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목표를 미리 보는 
것으로 성령께서 크리스천의 길을 열고 닫으며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여 성령님으로 채
우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은 다음 세대 후손
과 나눠야 반드시 승리하는 것으로 예수의 비전
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비전은 어떻게 보이는가? (행 16:6-10)비전은 어떻게 보이는가? (행 16:6-10)25
누구나 개인과 교회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어
야 한다. 성령충만 받아 비전을 가진 우리는 비
전을 담대히 선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정하고 
무리가 나눠서 공동체의 유익을 이루고 비전이 
이뤄질 때까지 일하고 기도하는 헌신하는 행동
하는 손이 있어야 한다.

비전을 어떻게 이루는가? (슥 4:6-10)비전을 어떻게 이루는가? (슥 4:6-10) 26

https://youtu.be/TAlJWPKJuOw
https://youtu.be/a5z2_v9d4y0
https://youtu.be/GkYXGN71zKY
https://www.youtube.com/watch?v=LN-90Op9gog
https://www.youtube.com/watch?v=JPguGYKWv_E
https://www.youtube.com/watch?v=c4aRH7HRH4Q
https://www.youtube.com/watch?v=oJ3dezghgN0
https://www.youtube.com/watch?v=suQb4s_LmaA
https://www.youtube.com/watch?v=5mG7qr01ip4
https://www.youtube.com/watch?v=RpVAeZTT3sE
https://www.youtube.com/watch?v=oLEMDX9mju4
https://www.youtube.com/watch?v=vXLmAwqvKlw
https://www.youtube.com/watch?v=UJzPvir2vHY
https://www.youtube.com/watch?v=tcQ8RatNz5o
https://www.youtube.com/watch?v=Ryin7nAuHVg
https://www.youtube.com/watch?v=bF9AVMEYJWw
https://www.youtube.com/watch?v=zi4tSOBof7U
https://youtu.be/PjoXGEEPcGQ
https://www.youtube.com/watch?v=D3LTxiToD2s
https://www.youtube.com/watch?v=FZRQPYycGzM
https://www.youtube.com/watch?v=bpixCIlEhUw
https://www.youtube.com/watch?v=5jyjNvRYLDI
https://www.youtube.com/watch?v=hHU3PwTxQmA
https://www.youtube.com/watch?v=96i7z9e8tng


기도로 준비하는 퀸장 여름학교기도로 준비하는 퀸장 여름학교
2017년 여름...2017년 여름...

2017년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름이 지나 학년이 한단계 올라감으로 더욱 자라나고 

성숙하게 됩니다. 퀸즈장로교회 여름학교는, 이번 여름 

학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능한 교사들과 함께 학생

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질 높은 교육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다음 학년이 되어 배우게 될 내용

을 학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는 

알찬 교육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학교가 되도록 최선

을 다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

도인으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먼저는 선생님들이 여름학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잘 준비되고 계획되어진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을학기부터 새로 배우게 될 수업들을 미리 준비하여 

자신감 있게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입니다. 

Common Core를 미리 공부함으로써, 새 학기가 되어  

학교 수업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가르치겠습니다.

셋째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배움으로 쌓는 지식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얻는 지식과 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넷째로,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

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

니다.

퀸즈장로교회 여름학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

무리하는 학교입니다. 모든 교사들은 맡겨주신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

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지혜롭고 건강하고 아름답

게 자라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AG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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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장 여름학교 / 커버 스토리

헤리티지 콰이어의 첫 만남헤리티지 콰이어의 첫 만남
커버스토리커버스토리

박정봉 집사

사순절 기간을 보내던 중 5월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청

년들의 찬양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각자 

다른 목소리와 재능을 가진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

으며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는 일이 모두 다르

고, 사는 곳이 모두 다르다는 이유로 연습시간을 정하는 것 

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맞추기 어려웠던 연습시

간은 월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이였습니다. 

누구나 다 힘겹게 느껴지는 매주 월요일, 학교를 끝내고 또

는 일을 끝내고 롱아일랜드, 뉴저지, 맨하탄, 브롱스등 각

지에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 연습이 

시작되었고, 파트를 나누며 처음 듣는 낯선 곡이 입에 익기

까지 부르고 또 부르면서 청년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시간

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음색으로 하나

의 음을 만들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내는 청년들을 보

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연습시작 전 걱정이 앞 섰던 것은 역시나 제 부족함임을 깨

닫듯 짧지 않은 준비 기간 중 한번도 불평, 불만하지 않으

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 준 청년들이 너무나도 자

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7주 동안의 연습기간을 지켜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청

년의 때에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청년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년들만이 낼 수 있는 멜로디와 

분위기로 어버이주일 저 역시 찬양을 들으며 어머니 생각

에 눈물을 감추었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일

에서 바로 오는 청년들을 위해 연습시간 전 저녁을 담당해

줬던 청년, 총무로 섬겨 준 청년, 반주로 함께 해주신 집사

님, 지휘로 수고해준 청년 등 각자 가진 재능과 은사로 여

러 곳에서 함께 섬겨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를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빛인 이 청년들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눈부

셨고, 아름다운 청년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선물로 받은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하나님

께 쓰임 받는 청년들을 보며 저 역시 많은 기대가 됩니다.

Heritage Choir(헤리티지 콰이어)라는 이름에 걸 맞게 

청년들이 이 땅의 희망이자, 저희 교회의 유산임을 잊지 않

고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

니다.

디렉터: 김도완

전화 : (718) 886-4646 / (347) 210–1245

          (917) 359-2857 

방문 : 퀸즈장로교회 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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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등록문의 및 등록

매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면 시온 찬양대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매 주일 변함없이 늘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를 지키시는 세 분

이 계시다. 세월의 흐름을 전혀 알 수 없을만큼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엘토파트의 최정우, 우순우, 박경우 권사님.

세분은 닮은 듯 안 닮은듯 하지만 친자매이다. 지금보니 헤어스

타일조차도 변함이 없으신 세 분이시다.

퀸장 43년 역사를 돌아보면 찬양대를 수십년 섬기신 분들이 꽤 

많을 것이다. 하지만 22년간 세 자매가 한 찬양대, 한 파트를 꾸준

히 섬긴 것은 흔하지 않은 기록이다. 아마도 첫 기록이 될 것 같다.

25년전인 1993년에 세자매 중 둘째인 우순우권사님께서 퀸즈

장로교회의 교육부서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두 자녀의 손을 잡고 

와서 등록하셨다고 한다. 바로 뒤이어 세째 권사님과 큰 언니 권사

님도 자녀들의 손을 잡고 퀸즈장로교회로 오시게 되었단다. 당시 

어머님이 퀸즈한인교회 권사님이셨고 온 가족이 같은 교회를 출

석하였지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세 자매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만 했단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선택한 교회였지만 그렇게 세 자매

는 나란히 퀸장을 출석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새가족 공부를 수료한 후에 이어진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원로 

장영춘 목사님의 강한 신앙훈련을 통해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다

시 다지며 진정한 크리스챤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그 때를 회상

하셨다. 당시 소그룹 성경공부의 리더셨던 김명숙권사님의 강한 

권면으로 세 자매가 나란히 김명숙권사님이 섬기시는 시온 찬양

대에 가게 된 것이 22년 시온찬양대 세자매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

이다. 모태신앙으로 성장하였지만 찬양대를 퀸장에서 처음 섬기

게 되었고 찬양을 통해 받는 은혜와 기쁨에  온전히 사로잡히셨다

고 말씀하신다.

22년의 세월 동안 십여명의 지휘자가 바뀌었고 세월의 흐름만

큼이나 많은 일들을 겪으며 강산이 두어번 변했을 수 있는 상황에

서도 세 자매는 한결같이 엘토파트 앞 자리를 지키며 시온 찬양대

에 각별한 애정과  애착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윤전도사님의 철저하고 혹독한 훈련이 힘에 겹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 찬양대를 못할 것 같은 상황들도 있었

지만 때마다 김명숙권사님의 권면과 이끄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

고 세 자매가 서로 의지하며 버팀목이 되어주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한다. 시온찬양대에는 유난히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키

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단원들이 많기로 유명하다. 신앙의 연륜

이 길고 깊으신 권사님들이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계시다보니 다

른 찬양대보다 주일예배 찬양대 참석인원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특별히 엘토파트는 한 가족같이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며 끈끈한 

애정과 관심으로 인해 결속력을 다져나가며 한 호흡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단다.

22년 퀸장 시온찬양대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메시야

공연으로 카네기홀 무대에 선 것으로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과 은혜가 또렷이 기억되며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

하신다.

 노래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신앙이 견고해지고 삶이 기쁨으

로 가득차게 되며 살아가며 때때로 힘든 일, 지치는 마음이 있을 

떄에도 매 주일마다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으

로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된다고 하신다. 간혹 다른 사정으로 찬양대

를 섬기지 못하고 예배만 드려야 하는 때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

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찬양은 빼놓을 수 없는 예배의 

한 부분,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고 하신다. 

매 주일 새로운 곡에 도전하며 거룩한 긴장감을 갖는 것이 젊음

을 유지하는 비법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세 분에게

서 은혜 가득한 유쾌한 에너지가 넘친다. 이것이 바로 22년을 한

결같이 기쁨과 감사로 찬양대를 섬길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인가보

다. 목소리에 떨림이 와서 화음을 맞추는 데에 방해가 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평생을 찬양대에 올인하시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

씀하시며 그 날이 끝내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예배를 드리는 참 기쁨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쉽고 귀한 방법을 알

려주시겠다며 찬양대를 적극 권면하셨다.

귀한 권면에 감사드리며 평생을 한결같이 같은 자리에서 주님

을 찬양하시는 세자매의 모습을 기대함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22년 한결같이, ‘시온’지기 세자매22년 한결같이, ‘시온’지기 세자매
정민영 집사

내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쉽고 귀한 방법, 찬양대로 오세요내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쉽고 귀한 방법, 찬양대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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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만남 I - 시온 찬양대 세자매

최정우(큰언니), 박경우(막내), 우순우(둘째) 최정우(큰언니), 박경우(막내), 우순우(둘째) 



그레이스 합창단은 2015년 2월 4일 오디션을 통과한 소프라노 

21명과 엘토 9명 모두 30명의 대원들을 선발 하였고, 2월 11일 첫 

연습을 하였으며 2월 18일 김성국 목사님의 창단 기도를 통하여  

공식 창단되었다. 60세 이상의 퀸즈장로교회 찬양대원이면 누구

든지 입단을 환영하며, 연습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친교

실에서 식사후 8시 부터 시작한다. 지휘자는 최진식 전도사, 반주

에 김보라(현재 출산준비로 송소영집사가 대신함), 단장 노선희권

사, 총무 서규일권사와 소프라노 26명 엘토 15명으로 총 43명이 

그레이스 합창단을 이루고있다. 2017년엔 교회 뿐 아니라 양로원 

방문 계획도 있으며 주님을 나타내야 할 자리엔 어디든 찬양으로 

함께하겠다고 하였다.

최전도사의 지휘에 따라 찬양 연습이 시작되었다. 찬양 경력 

40~50년의 내공이 쌓인 것일까?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요즘 어

머님들은 그 외모로 연세를 가늠할 수 없음을 퀸즈장로교회 어머

니들을 보면서 절실히 깨달았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공력이라도 

있는 것일까? 한결 같이 젊은 모습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

나 진실은 여기에 있다. 식당 더운불 앞에서 흘리는 땀엔 몸속 노

폐물도 함께 나오니 섬기고 피부 관리되고 일석 이조다. 설것이를 

하며 힘은 들지만 교회 설것이는 섬김과 감사로 없던 힘도 생기게

하니 피로 회복엔 최고다. 선교 바자 준비로 잠 못자고 힘들어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니 ‘일 ~ 없습네다’ 일주

일에 두 세번씩 모여 땀을 흘려가며 안무를 연습하고 남편과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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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합창단은 선교무용팀과 합창단이 함께 한 팀을 이루고 

있다. 5월 14일 어버이 주일 감사 찬양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취

재하기 위하여 한국의 어버이날인 5월 8일 월요일에 교회를 찾았

다. 5시 부터 시작한 선교 무용팀의 난타 연습이 한참 진행되는 듯

하더니 잠시 숨을 돌리신 다섯분의 권사님들이 부채를 꺼내 드셨

다. 7시가 넘도록 계속되는 연습 가운데 땀에 흠뻑 젖은 모습을 보

게 되었다. 취재가 없었다면 선교 무용을 위하여 땀 흘려 연습하시

는 모습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2015년 8월 찬양 축제를 위해 그레이스 합창 단원중 노선희, 서

규일, 송경순, 최순금, 황은애 다섯분의 권사님들로 선교 무용팀을 

결성하였다.

고전 무용을 전공한 허영미 권사의 안무와 지도로 매주 수요일

과 토요일 새벽 예배후 연습을 하고 있다. 2016년 10월 이전 후러

싱 복음화 노방전도에 부채춤과 소고로 참여를 하였고, 이를 계기

로 더욱 관심을 집중시킬 방법을 생각하다 난타를 준비하게 되었

다고 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때와 장소라면 언제라도 북

을 들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권사님들의 북채를 쥔 

손엔 파이팅이 넘친다. 우리의 심장 소리를 닮은 북소리는 연습을 

할 수록 많은것을 깨달게 한다. 속도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맑은 

소리를 내지 못하여 가락을 깨뜨리기에 대원의 협력과 양보가 필

수임을 함께 배웠다고 한다. 강,약이 있는 음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각 대원들이 소리를 각자 들으며 협력하는 훈련을 통해 이

웃과 조화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선교 

무용팀에서 연습하는 종목은 부채춤, 소고, 난타, 태극무가 있다. 

지난 2월 27일에는 퀸즈보로 시티홀 헬렌 마샬 문화 센터에서 퀸

즈보로 프레지던트 Melinda Katz 주최 구정 축하 공연에 초대되

어 부채춤 (Korean Fan Dance)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

는 도구가 되어 함께 감동을 나누었다고 한다.

7시 30분이 되기도 전에 이미 많은 그레이스 합창 단원들이 친

교실과 부엌에 모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정성과 사랑이 담긴 

저녁을 즐겁게 나눈 후에 곧 있을 찬양예배를 위하여 연습을 시작

하였다.

교회의 어머니 그레이스합창단교회의 어머니 그레이스합창단

조성순 집사

호흡있는 동안 찬양하며 높여 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호흡있는 동안 찬양하며 높여 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그레이스합창단과 선교 무용팀 그레이스합창단과 선교 무용팀
노선희 권사 인터뷰노선희 권사 인터뷰

어머니가 즐겁게 찬양하실 수 있도록 운전도 해 드리고 찬

양도 들어주며 격려해 주시면 자연히 화목하게 신앙으로 

결속되는 가정이 되겠지요...

그레이스 합창단의 음악성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만 교회의 어느 찬양대보다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찬양단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죄를 짓고 유리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 짐승의 가죽

으로 만든 북을 치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사역과 사

랑을 더 느낍니다” 우리 하나되어 하나님을 북으로 춤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영광돌리는 자리에 퀸장의 모

두 식구들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레이스 합창단과 선교 무용팀을 이끌고 있는 노선희 

권사를 만나 전반적인 그레이스 합창단에 대한 소개를 받

고 아가페를 위하여 한 말씀을 부탁하였다. 

“그레이스 합창단은 이름 그대로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은

혜에 감사해서 모인 교회 안에 성숙된 믿음의 여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에 걸맞게 고난과 역경도 믿음으

로 이겨낸 대원들은 서로 다독여 주고 이해하면서 사랑으

로 매 주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5월은 어머니 날이 있는 달입니다. 어머니에게 효도 하

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물질의 선물보다 어머니의 즐거운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져주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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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뒷 바라지를 지나 이제 손주들까지 돌보시며 교회를 섬기시는 

그 헌신에 넘치는 축복이 있음이리라. 여러 교회의 새벽 제단을 보

았으나 가장 많은 어머니들 기도의 무릎을 볼 수 있었던 곳은 바

로 이곳 퀸장이다. 오랜 세월동안 지켜왔고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

으로 세워온 제단 아니던가!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젊음으로 갚아 

주셨기에 외모로 우리 어머니들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은 쟁

반위에 구르는 옥 구슬 소리는 못 들어봐서 모르겠고 너무나 아름

다운 소리, 원숙하고 안정된 소리가 귀를 놀라게 한다. 세 곡을 연

습하시는 동안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지난 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날 깨끗게 하셨고 주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있었기에 설 수 있음으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한

다’는 고백을 듣는다. 이번 어버이 주일은 우리 어머니들에겐 좀 

특별한 날이다. 어버이날 주역이 되어 퀸장 식구들에게 마음껏 그

동안 애쓰고 연습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참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을 높여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춤추고 북소리 높여 하나님의 영광

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드디어 5월 14일 오후 4시에 어버이주일 감사 찬양예배가 그레

이스 선교 무용팀의 난타를 오프닝으로 시작되었다. 다섯분의 힘 

있는 북소리는 예배당을 웅장하게 울리며 온 세대가 어우러지는 

감격의 무대를 열고 있었다. 이어 룻기 1장 말씀으로 김성국 목사

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레이스 합창단이 ‘기쁜 노래로 찬양, 

은혜 아니면’을 차례로 연주하였다. 너무나 밝고 환한 얼굴로 악보

도 안보시며 활기 있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은혜의 감동을 

얻을 수 있었다. 이어서 퀸장의 보물 재롱둥이 영아부, 유치부, 유

아부의 찬양과 율동으로 예배당의 열기는 뜨겁게 달궈지어 절정

을 이루고 있었다. 그레이스 선교 무용팀의 부채춤은 아름답고 선

명한 색의 조화가 무용과 함께 어루어지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방법의 다양성이 무궁함을 알려 주었다.

 오늘의 히든 카드! 청년들로 구성된 헤리티지 콰이어의 힘 있는 

찬양은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장식하며 어버이주일 감사 찬양예

배의 감격을 더하게 하였다. ‘이 기쁜 날’을 마지막 곡으로 그레이

스 합창단과 교육부 주관 어버이주일 감사 찬양예배는 막을 내리

고 있었다. 

모두 하나되어 통성으로 중보기도함으로 우리의 간구를 아뢰었

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어 ‘어머님 은혜’ 제창 후 

김성국 목사님의 축도로 감격의 무대는 마무리 되었다. 교회에서 

가장 어린 영아부 새싹들로 부터 교회의 제일 어르신들로 이루어

진 그레이스 합창단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2017년 어

버이 주일을 기억에 남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우리는 오늘 감격으

로 함께 장식하였다.

https://youtu.be/seFyVFz64A4


"어이, 김집사님!  제자훈련 플러스 교육, 

받아야지~!" 

"아, 네.. 그래야죠" 

책값부터 먼저 지불하고 덥석 집은 두께부

터 만만치 않은 “센터처치” 가 드디어 내 시

선 안에 들어왔다. 내심 제자훈련과 영성훈련

은 이미 마쳤으니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부

록처럼 곁다리로 따라오는 세미나 정도가 아닐까 싶었다. 

해만 저물면 정신이 반짝 반짝 돌아오는 전형적인 저녁 인간형

인 내가, 그래서 일년 중에 제일 긴장 되는 ‘사순절 새벽 서원기도

회’ 가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훈련 플러스 개강 전에 교재를 두 

번은 읽어야 한다니… 거기에 더해서 추천 동영상을 인터

넷에서 찾아서 보고, 미리 교재 내용을 숙지하고 

예습까지 하란다. 이건 제자훈련 플러스가 ‘심

적 압박’ 플러스로 되어 뭔가 굉장히 험난

할 것 같은…  뭐랄까.. 기운이 만만치 않

았다. 

일단 ‘차량 삼겹줄’에 곁다리로 끼

어 아침 잠의 유혹에 빠지지 못하도

록 준비를 해 놓고, 망신 방지 차원에

서 교재를 읽어 보기 시작했다. 참 희

한하게도 눈은 교재를 읽고 있는데 도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

다. 신학적 비전이니 교리적 기초니 교회 

성장 운동, 사역 형태 등 나에게는 생소한 

단어들로 가득차 있는 ‘센터처치’는 첫 다섯 페

이지를 읽기도 전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긴 

방학이 끝나갈 무렵 개학이 더디 오기를 바라는 학생처럼 

‘간절히 아주 간절히’ 첫 강의 시간이 더디 오기를 바랬다. 

드디어 2 월 16 일 본당에서 시작된 제자훈련 플러스. 

시편 1 편 1-6 절의 말씀과 함께 "의인의 비젼"이라는 주제로 첫 

개강 예배를 인도하신 김성국 목사님은 이책의 저자 팀 켈러 목사

님이 가졌던 신학적 비젼은 “Center” “Church”이고 이것의 3 가

지 핵심은 크게 ‘복음’, ‘도시’ 그리고 ‘운동’이다 라며 강의를 시작 

하셨다. 또한 목사님은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에 

각자 추구 해야하는 깃발이 있어야 하는데 목사님의 그것은 

"Kingdom" "Impact" "Movement"이며 그 핵심은 크게 ‘신실-

integrity’, ‘수용-embrace’, ‘확장-expansion’ 이라 하셨다. 목

사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본인의 다민족 복음 확장을 향한 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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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일궈낸 동시다발적 
많은 열매를 꿈꾸다

도시에서 일궈낸 동시다발적 
많은 열매를 꿈꾸다

김수진 집사

비젼과 또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그 마음을 심어 

주시고 어떻게 준비해 주셨으며 계속 일하시고 있는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강의 후  우리의 깃발 곧 우리의 비젼과 그 이유에 대해 공유하

는 토론시간, 옆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히 

쓰는 것이 아마도 본인의 깃발이 되지 않는가 라고 간단명료하게 

말씀 하셨다. 나는  띄엄띄엄 맺는 열매가 아닌 동시 다발적으로 

맺힌 많은 열매를 깃발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고 용감 무

식 하게 질러 버렸다. 

부담감은 첫 시간에 날려 버렸다. 너무나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배우고, 나누고, 생각하고, 듣고, 토론하며 오히려 다음시간이 기

다려지게 되었다. 다만 한가지... 팀켈러 목사님의 복음도 이해 하

겠고 운동도 이해를 하겠는데 왜 하필이면 도시일까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2 월 즈음12 학년생인 나의 아들은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기로

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이가 대학으로 떠나는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이 복잡한 도시 뉴욕을 떠나 한적하고 녹음

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가리라 마음을 굳

혀가고  있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도시에

서 자랐고 내 인생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

한 이민생활도 세계적인 대도시 뉴욕에서

였다. 내 주위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

이 그랬듯이 나도 미련없이 이 도시생활

을 접고 떠나리라 다짐했던 것이다. 가

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교회

를 옮겨야 하고 사랑하는 교인들과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

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

라 생각하고 이것 저것 알아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에게 교회 찬양대에 합류하면 좋

겠다는 제의가 다시 들어 왔다. 처음에는 다른 대원

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지만 워낙 평소에 좋

아하는 찬양대라 선뜻 신청을 하게 되었다. 찬양대원이 된 다음에

야 이것이 하나님과의 커다란 commitment 이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  찬양대원으로서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대원이 된 나

의 “사명”이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음

을 알게 하신 것이다. 떠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선 나의 

모든 관심사를 한 곳에 두게 하신 후 이것 저것 재고 따질 틈 없이  

찬양대에 commit 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대한 사태를 나중에야 

깨닫게 하신 것이다. 

센터 처치의 내용 중에 "도시는 문자적으로 지구에서 단위 면적

당 하나님의 형상들이 어느 곳보다 많은 곳이다. 만일 하나님이 관

심을 가지시는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

들에게 마음이 안 끌릴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이 내 마음의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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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파장을 일으켰다. 매일 매일 쏟아지듯 들려오는 사고, 사건, 범

죄와 부정, 부패 소식이 난무하는 이 더럽고 더러운 도시를 하나

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형상이 많다는 이유 하

나만으로 도시를 사랑하시고 도시의 복음화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도시를 떠나는 삶을 원하지 않

으셔서 제자훈련 플러스 라는 교육에 불러 앉혀 놓으셨구나’라고 

알 수 있었다. 

‘어쩔 수 있나, 떠나라 하실 때까지 있어야지.. 뭐.. 미약하나마 

나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 것이 있으시면 쓰시겠고 모자란게 

있으면 더하여 쓰시겠지’ . 나는 이번 제자훈련 플러스 교육을 마

치며 도시에 남아 있기로 했다. 

김성국 목사님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다민족 

복음화를 신실하게 수용하고 동참하며 확장 되어가도록 퀸즈장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의 자리를 지키다보면 빈손이 아닌 동시다

발적으로 맺은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용감 무식하게 바라본다.

“제자훈련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라는 자

격조건을 단 제자훈련 플러스가 3월부터 

14주간 있었다. 제자훈련 다음엔 영성훈련이

고, 다음은 사역훈련이었는데 제자훈련 플러

스는 뭐지?  이전엔 볼수 없었던 생소한  훈

련과정이었지만 매주 목요일 늦은 시간에도 

80여명이 넘는 인원이 훈련을 받았다.  교역

자들, 당회원들, 각 부서장들 그 외 교회 각 곳

에서 일하는 제자훈련 수료자들이 모여 배운 것은 단순히 또 하나

의 제자훈련이 아니라 우리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이었다.  또 

그 비전이 어디에서 왔으며, 뉴욕 플러싱에 자리잡은 교회로서 이 

시대, 이 도시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였다. 

퀸즈장로교회는 몇 년 전부터 “다민족의 복음화”와 “다음 세대

의 양육”을 목표삼아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왔다. 표어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어 예배와 러시아어권 예배가 생겨났

고, 교육부에는 중국어만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들어왔으며, 절기 

예배때는 4개국어 동시통역을 통해 말씀을 들었다.  오랫동안 공

터로 있던 땅에는 영어예배부 뿐 아니라 다민족 선교를 위한 새 

성전이 들어설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각 성

도들 개개인의 몫이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

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더우기 교회 곳곳에서 일하는 

리더들이라면 이해 뿐 아니라 전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제자

훈련 플러스는 거기에 의미를 두었다. 

제자훈련 플러스의 주 교재였던 책, “센터 처치”는 리디머 교회

의 팀 켈러 목사가 지은 책이다.  퀸즈장로교회에서 불과 40여분 

거리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교회에 대해서는 맨하탄 한 복판에서 

드물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대형교회라는 정도 외에 깊이 알

지 못했다.  “센터 처치”는 리디머 교회의 신학적 비전을 소개하는 

센터 처치, 광야에서 
퀸장이 붙들어야 할 ‘중심’을 묻다

센터 처치, 광야에서 
퀸장이 붙들어야 할 ‘중심’을 묻다

이정혜 권사

책으로 한 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도시라는 배경에서, 어떻게 사

역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팀 켈러 목사가 지적하듯이 “센터 처

치”는 특별한 목회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도 아니고, 리디머 교회

의 모델을 다른 교회가 그대로 빌려쓰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시대, 지척의 거리에 사는 우리에게 교회가 신학적 비전을 

바로 세우고 각기 처한 환경과 문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얼마

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좋은 지침이 되었다. 

퀸즈장로교회는 지난 40여년간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라는 기치아래 달려왔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나날이 풍경

이 바뀌어가는 이 도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곳에 교회를 세우

신 뜻을 돌아본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나와 내 

이웃에게 끼치는 사역을 바로 여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펼치려

고 한다.  “Kingdom Impact Movement”, 이것이 또 한세대를 이

끌어갈 퀸즈장로교회의 신학적 비전이다. 

새로운 목표가 세워졌다고 해서 그동안의 과제나 문제들을 방

치하거나 덮어둘 수는 없다.  다만 그 과제들로 눈을 가린다면 앞

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방향을 정하고 할 일들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함께 걷는 이 걸음이 

즐거우려면 내 마음이 먼저 즐거워야 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인지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그것을 전심

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된 희생으로는 이루어낼 수도 없는 사명이다. 분명한 것

은 그리스도의 몸 되신 이 교회가 내 것, 내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

라 이 도시에 사는 여러 민족이 함께 예배드릴 곳이요, 그들의 다

음세대가 함께 예배드릴 터전이라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이루어낼때까지 훈련은 계속될 것

으로 보인다.  제자훈련 플러스,  다음은 뭔가요? 

마지막수업후 통성기도시간마지막수업후 통성기도시간

수료예배 예행연습수료예배 예행연습



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비젼

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 미국에 정착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에 

집착하였던 새롬청년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다.

지금 돌이켜보니 청소년기에 물벼락을 맞고 체벌을 

받으면서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신앙교육이 얼마나 

귀한 것이였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또한 말레이시아에

서 어려움을 당하여 부모님에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온 가족을 정금같이 연단하신 시간들이 있었음에 감사

한다. 그렇게 남들과 다른 청소년기를 겪음으로 인해 사람과 물질

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보고 살 수 있게 하셨기에 

독립심도 강해졌고 어려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아버지의 강

인한 신앙의 모습과 어머니의 기도로 내조하는 모습으로 받은 신

앙의 유산은 증조부때부터 내려온 것이며 그 신앙의 유산이 얼마

나 귀한 것인지 다시 기억하며 부모님에게 감사드린다고 한다.

새암, 새롬! 여릿여릿 봄 꽃잎같았던 두 청년의 이미지가 단번에 

바뀌었다. 내면 깊이 강한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두 청년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려진다. 어느 곳이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아름다운 뿌리를 내리고 울창한 숲을 이루어갈 

두 청년을 축복하며 오늘도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한다.

봄볕 가득한 어느 토요일에 새암, 새롬청년을 만났

다.  새암새롬, 새롬새암 이름을 반복해 되뇌어 보니 

봄 햇살만큼이나 화사한 기운이 가득한 느낌이다. 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게되는 두 청년에게서 어떤 이

야기를 듣게 될 지 부풀은 기대감으로 마주 앉게 되었

다. 먼저 이름의 의미를 물어보니, 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신 한글이름으로 “샘 (샘물)”의 원어격인 새

암! 과  “새로워라”는 의미의 새롬! 이다. 샘물로 새로

워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생수에 비유하듯 생명

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라는 깊은 의미를 담은 이름같

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두 청년이다. 

새암 새롬 청년은 중학교 2학년때 부모님의 사업으로 말레이시

아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업은 어려워지고 경

제적 난관에 부딪히며 어린 두 딸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

지 처하게 되었다. 이때 부모님의 결단이 놀라웠다. 부모님은 가정

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을 어린 딸들과 공유하고 가정예배를 시

작했다. 온 가족이 같은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다. 그렇

게 가정예배와 함께 시작된 철저한 신앙교육이 두 딸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다.

쌍둥이의 첫째 새암 청년은 소극적이고 얌전한 성격이었고 둘

째인 새롬 청년은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극심한 사춘기

를 겪었다.  부모님께 반항하기도 했지만 엄하신 아버지의 신앙교

육은 매를 들면서까지 계속되었다. 새롬청년은 아버지를 창피하

게 하려고 잠옷차림으로 교회에 가서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 있었

을 정도로 반항하였고 새암청년은 그런 동생의 모습을 조마조마 

지켜보며 조용히 사춘기를 지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먼저라는 부모님의 신념으로 새벽예배, 수요

예배, 토요예배까지 참석을 해야했고 온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예

배를 드려야만 했다. 이렇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은 두 청년은 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가서 미국으로의 대학진학을 위해 

1년간 준비하였다.

대학을 준비하면 거주하게 될 집과 학교, 믿음을 성장시키고 훈

련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 2012년 새

암 청년은 버팔로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고 QCC 로 학교를 정한 

새롬씨는 맨하탄과 퀸즈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찾아나섰다. 

하지만 어릴적 보수적인 감리교단에서 어른들과 함께 드리던 엄

숙한 예배에 익숙해 있던 새롬청년에게 학생들 위주의 예배분위

기는 익숙치 않았다.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중 퀸장

에서 대예배를 드린 순간 “바로 이 교회야!”라는 생각과 함께 기도

한 그대로 응답을 받았음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한다.

2015년 새암씨가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과정을 뉴욕에서 하게 

되었고, 지금은 퀸장 청년선교부에서 여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두 

자매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니 두 자매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

우리 자매를 바로 세워주신 부모님의 엄격한 신앙교육우리 자매를 바로 세워주신 부모님의 엄격한 신앙교육
- 가정 예배로 성장한 두 청년 -- 가정 예배로 성장한 두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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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집사

부모님께 쓰는 편지부모님께 쓰는 편지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저희 새암 새롬이에요. 이렇게 아

가페를 통해 오랜만에 편지를 쓰네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에 또 

한 번 감사드려요.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

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엄마 아빠를 보고 저희가 배운 것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

어요. 

저희는 지금 ‘퀸즈장로교회’라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

는, 그런 좋은 교회에서 여러가지 훈련을 받으며 믿음 생활 

잘 지키고 있어요. 이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섬기며 엄마 아빠께서 가르치신 대로 타인을 섬기는 저희

가 될게요. 

언제나 저희를 위해 수고하시는 엄마아빠,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전도폭발 교실 수업에서 훈련생은 필기시

험도 보고 사람들 앞에서 외우는 시험도 봅

니다. 시험을 볼때는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

무 생각이 안나는데 전도현장에서 복음제시

를 할때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

재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의 현장

입니다. 훈련자, 준훈련자, 훈련생이 함께 하는

데 누구든 한 분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다른 두 분은 마음속의 기

도로 함께 하지요.

타교인 박씨는 신앙생활 한지는 20년이 넘었고 주일은 거의 빠

지지 않는데 그 분의 믿음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믿는데 천

국은 못갈 것 같다. 그런데 전도는 해야할 것 같고 하고 싶은데 어

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다였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할때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결신하셨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을 찾았다고 하시면서 한 시간이나 지났는데 

짧은 느낌이었다며 전도를 왜 해야 하지는 알게 되었으며 후에 전

도폭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며 담임목사님께 허락받고 다음 학

기에 올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제목을 주시며 저희에게 감사하다

고 하셨습니다.

불신자 김씨는 결신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다

는 뜻입니다”라는 설명에 ‘구주’와 ‘주님’의 다른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구주’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대

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라는 뜻이고 ‘주

님’은 우리의 삶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뜻임을 설명할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100% 

믿으며 나의 삶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인의 말에 순

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물으며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27년 다니신 교인 중 한분을 모시고 복음제시를 마

친 후 준비한 양육소책자에 소개된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결정”

을 읽을때 목이 메이고 눈시울을 적시며 읽기를 중단하셨는데 저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결정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결정

박은혜 권사

희 세 사람도 함께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

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27년 동안 퀸장에 다니시면서 전도

폭발이라고 주보에 나온 것은 기억하지만 자세히 알려고 안했으

며 몰랐다고 이제는 알겠다 하시며 전도폭발에 동참하실 뜻을 갖

고 기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분에게서 섬기며 듣는 자

세를 배웠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일하느라 교회일은 아무것도 하

지 못했다고 미안해 하셨지만 나서지 않고 아무 일 안한 것 같은 

그런 분들이 20-30년 이상 흔들리지 않고 지켜 주셨기에 오늘의 

퀸즈장로교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날 이후 그 분이 

읽으며 목이 메이고 눈물을 보이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결

정”을 매일 고백하고 묵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그 빛을 전하기 원하지만 매일 매 순간 나의 생각, 

말, 행동으로 죄를 짓는 나에게… ‘전도’는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 회개의 시간을 갖게하며 창조주 하나님

의 창조의 능력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성령님

으로 나타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

사하시는 체험의 현장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

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영혼을 찾기 위

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전폭요원들 화이팅!

전도폭발 제 54기 전도폭발 제 54기 

전도폭발 복음제시 현장 간증전도폭발 복음제시 현장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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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폭발 복음제시 현장 간증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

주로 모실 필요를 깨닫고, 이제 나는 죄에서 돌이켜 나의 

영생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권능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생 주시기를 기도한다. 나는 이

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길 원한

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힘주시는대로 주님을 섬기고 나

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Sitting next to our guest, I kept 

reminding myself the goal of our 

meeting today. As I was watching the 

window, I tried to go over what my role 

was going to be in our conversation. 

Even though I constantly reminded 

myself to focus, I kept thinking back to 

all of our guests that our group sat with 

and the intimate and sacred conversation 

we had about our struggles and saving faith. 

Our guest Ms. J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and had 

to start over with a different language and environment. 

Before immigrating, she lacked religion and direction. 

Born AgainBorn Again

Sarah.b.Cha (차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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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ead, to relieve her struggles, she leaned on temporary 

worldly ideologies and theories. She mentioned worldly 

stability and didn’t understand how a person could let go of 

status and financial stability and dedicate their lives to 

missionary. 

We started to ease our conversation towards religion and 

faith. Ms. J spoke about the different religions that 

approached her with promises of happiness, security and 

acceptance. More than once, she felt that she was never 

fully accepted into a religious community and so she 

drifted away. Thankfully, she still felt open minded and 

hopeful with religion. Still with a lack of solid faith, she was 

focused on how other people were lacking in a perfect 

lifestyle that Christianity promotes. As we eased her to the 

two diagnostic questions, I knew God was present and the 

time that we had with our guest was going to be special. 

We were taught to pray for our guest while other 

member’s of our team was leading the conversation. 

Hearing our guest’s overall background I knew God, again, 

brought us a special daughter to us. Instead of worrying 

about perfection and accuracy I stopped and prayed 

because the next 2 hours was going to be a sacred time 

with our guest, our team and our one and only God. 

Building the conversation from the gift of Eternal Life to 

man to God to Jesus Christ was thrilling. In the beginning, 

she showed confidence because of her good works but as 

we went to each point, the barrier that she built and 

depended on started to break as she realized even she was 

a sinner. Evangelism is defined as “sharing the Christian 

gospel to those that do not believe”. This definition doesn’t 

even touch the deep meaning of evangelism. Only because 

of God evangelism is possible and it’s the moment of 

rebirth for the lost children of Christ and a celebration of 

their return. My team and I were able to witness the birth 

of Ms. J as God’s child and were given the honor to 

celebrate her birth.  At the end, she confessed and 

accepted the gift of eternal life.

전도폭발 복음제시 현장 간증

我们在4月16号周日的主日学之后，在教会约

见了我们的探访对象姚巍弟兄。这位弟兄在我

们的中文堂稳定聚会两个多月，所以我们认为

他 是 适 合 的 人 选 。 并 且 我 们 队 长 早 在 4月

12号的时候就已经与这位弟兄确定了探访时

间，所以在探访当天我们队顺利地进行了EE。

作为EE的新队员，队长鼓励我讲述引言部分。

从询问对方的日常生活开始，我们逐渐打开了

话匣子，慢慢了解到这位弟兄的生活背景和属灵

生命。原来他是一名出租车司机，在来到美国之前他就已经信了

主。所以当我们问他第一个问题的时候，他很笃定地回答我们，他

得救在乎恩典，得救在乎恩典，
得胜在乎行为得胜在乎行为

(Meijia Dai)戴美佳

저는 4월 16일 주일에 성경공부를 마치고 교회에서 대상자 

Zhao wei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이 형제님은 우리 중국어부에서 

2개월동안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대상자라고 생각되었고, 또한 우리 훈련자도 4월 12일부터 미리 

약속을 잡았기에 방문한 당일도 순조롭게 전도폭발을 마칠 수 있

었습니다.

저는 전도폭발의 새로운 훈련생으로서 훈련자의 격려로 서론부

분부터 시작하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나누면서 이 형제

님의 생활배경과 영적생명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운전기사였고, 미국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

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 진단질문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 

형제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어

서 두번 째 진단질문에 대해 질문했을 때, 처음 질문과 마찬가지

로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였습니다. 이 형제님의 대답을 듣고 저희 팀

은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는 그 형제님에게 구원에 대한 간증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 형제님을 한걸음 한걸음 예수

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증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 남았던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구원

은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고 승리는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구원의 믿음을 가진 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

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받드시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에 천국에 갔을 때, 사람마다 영광의 

면류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간증을 모두 마치고 

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하였고, 

그 형제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에 이번 전폭을 아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팀 3명은 그 형제와 기도를 마치고, 그 형제에

게 교회의 성경공부, 기도회, 형제모임에 참석 할 수 있도록 격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지속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더 닮아 하나님

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肯定可以进入天堂。然后我们又问他第二个问题，他依旧很肯定地

回答说是因为他相信主耶稣所以他能进入神的天堂。

当我们听到这位弟兄这样的答案，我们感到很欣慰，也很感谢神。

所以我们就让他给我们分享了一下他的得救见证。在整个聆听的过

程中，我们越来越感受到是神一步步的带领使得这位弟兄相信我们

的主耶稣基督。在弟兄分享的过程中，他说的一句话让我们觉得很

有意思，他说“得救在乎恩典，得胜在乎行为。”

他还进一步解释说人在有了得救的信心之后，要按照神的标准活出

基督的样式来。他还告诉我们要过得胜的生活，因为将来在天堂，

荣耀的冠冕是有大小之分的。在他的分享之后，我们部分讲述了一

下福音的内容，这位弟兄也都能清楚地明白，所以我们很轻松愉快

地完成了此次的EE出队探访。

最后，我们出队的三个人与这位弟兄一起做了祷告，同时我们鼓励

他能来教会参加查经班、祷告会和弟兄团契。也求神继续带领这位

弟兄有更好的追求，看顾保守他，使他能真正地活出基督的样式，

荣神益人。

AGAPE

25 

교회학교 찬양대

교회학교 찬양대교회학교 찬양대
찬양대에 함께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찬양을 통해 들려지는 구원의 메세지와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른 예배자로 잘 훈련받는 교육의 기회가 됩니다. 목적에 합한 삶을 살때 행복할 수 있다 
한다면, 찬양이야 말로 우리 어린이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선물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6

퀸즈 장로교회 교회학교에는 특별히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각 교육부서의 찬양대가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찬양대는 특정한 찬양대원 없이 예배실에 도착하는 대로 찬양대 가운을 입고 찬양하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고등
부 찬양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찬양대원으로 구별되어 연습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시간은 장년 예배시간과 비슷하지만 찬양대는 그보다 먼저 모여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연습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데려
와야 하는 부모님들의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섬기는 찬양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아이들의 청아한 마음과 미리 연습시키며 수고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의 수고로 매 주일 아름다운 찬양이 교회학교 예배에 
울려 퍼집니다.

유아부는 만 2세에서 3세 아이들이 영아부를 졸업하고 처음으

로 부모와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부서입니다. 부모를 처음으로 떨

어지다 보니 낯선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의 예배모습이 어떨지 상상이 가시지요? 아직 아이

들이 말이 서툴러서 이야기를 하거나 기도를 따라할 때 때로는 무

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시간이 있는데 찬양하고 율동

하는 시간입니다. 뜻도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열심히 따라 부르고 

몸도 이리저리 자유롭게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들

유아부 ‘예쁨’ 찬양대유아부 ‘예쁨’ 찬양대
이 정말 천사처럼 아름답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말씀 전에 예쁨 찬양대의 순서가 있습니다. “ 예

쁨 찬양대 나오세요!” 하면 아이들이 앞에 나와 가지런히 줄을 서

고 “ 차렷!”  “경례!”에 맞춰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과 율동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시작전 가장 먼

저하는 기도가 “ 우리 아이들의 작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만 찬양

하게 해주세요” 입니다. 아이들이 새로배우는 찬양을 하거나 그달

의 말씀 암송 찬양을 하면 ‘무슨 노래일까’ 하면서 눈을 말똥말똥

하고 쳐다봅니다. 이 찬양을 아이들이 할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다보면 어느새 신이 나서 따라 합니다. 또 어느

날은 “OO 찬양 해주세요” 하고 신청곡이 들어올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펀지 처럼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얼마나 물을 주고 

잘 가꾸냐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속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유아부에

서 주일 한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에서 엄마와 함께 찬양하며 말

씀 암송을 하고 오는 아이들은 정말 눈에 띄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아부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암

송과 찬양연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유아부 부모

님들과 함께 동역하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

길 소망합니다.                                                    [김나영 집사]

유아부 1부

유아부 2부

박우주 / 박시우 / 전우승 / 김은결 / 문다은 / 채지오 / 
홍이안 / 신은별 / 박지혜

1부 지도교사: 최효진 권사, 정민영 집사 / 반주: 박지현 청년

권도아 / 마준상 / 김유이 / 배윤호 / 황한빈 / 이하준 / 
방예찬 / 윤민서 / 이림항 / 이수애 / 김민서

2부 지도교사: 김나영 집사 / 반주: 정희원 집사

유치부 1부

최지원 / 남규민 / 이루다 / 조혜연 / 허예은 / 이태희 / 이루리 / 
황윤아 / 박    현 / 명지현/ 임클로이 / Beibei Chen

1부 지도교사: 박민아 청년 / 반주: 신은하 집사

유치부 ‘샬롬’ 찬양대유치부 ‘샬롬’ 찬양대

- 찬양은 은혜, 축복의 통로 -- 찬양은 은혜, 축복의 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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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곳, 천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년부 예배

기쁘고 행복한 유년부 찬양대기쁘고 행복한 유년부 찬양대

실, 매주 그 곳에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습

니다. 킨더가든에서 2학년 어린이로 구성된 유년부 찬양대, 영어 

찬양이 주를 이루지만 몇 주동안 조금씩 연습해 완성하는 한국어 

찬양은 그 과정이 어렵지만 드려지는 정성으로 인해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칩니다.

저는 유년부 친구들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

씀이 찬양을 통해 나의 고백과 기쁨이 되었고, 찬양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격이 저를 세웠습니다. 찬양의 은혜와 기

쁨이 다음 세대를 향한 소원과 간절함이 되었을 때에 사명으로 부

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맡은 유년부 찬양대 사

역의 여정이 벌써 4반 세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세속 음악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회칠한 무덤이 되어 유혹

하는 이 시대에 사람의 귀를 즐겁게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위

한‘찬양’을 드리며 훈련하는 어린이들이 모인 ‘유년부 찬양대’는 

매 주일 1부(10:30AM), 2부(12:15PM) 예배 찬양과 특별찬양을 드

리며, 매 주일 오후 2시에 연습을 위해 모입니다. 찬양의 사람 다

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맘껏 

누리는 우리 유년부 찬양대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점점 많아져

서 유년부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이 찬양대원이 되는 그 날을 소망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정주영 선생

님, 최유리 선생님, 이하은 선생님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넘치는 축복을 간구합니다.             [채현주 권사]

유치부 2부

이림안 / 방예담 / 사예진 / 최제나 / 한하연 / 김민준 / 
박효린 /성애린 / 최미나 / 명지현

2부 지도교사: 김성미 집사 /  반주: 신혜진 집사

유치부는 1부와 2부에 샬롬 찬양대가 있습니다.  

정해진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예배 전에 교회에 오

는 순서대로 찬양대 가운을 입고 1부 지휘 박민아 선생님, 반주 신

은하 선생님, 2부 지휘 김성미 선생님, 반주 심혜진 선생님이 그달

의 주제에 맞는 곡을 아이들이 외우도록 하기 위해 한곡을 4주간

동안 찬양합니다.

 "찬양 준비!"하는 지휘자 선생님의 구령에 아이들은 "할렐루야" 

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목소리 큰 아이, 율동을 잘하는 아이,  앞에 

나가 서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아이들

의 모습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소유영 전도사]

유년부 1부

최어진 / 안예준 / 김예준 / 최태준 / 김한결
이주은 / 이하리 / 신은솔 / 안동건
지휘: 최유리 청년 / 반주: 이하은

유년부 2부

민제나 / 김 아영 / 레이첼 김 / 민유나
김하중 / 이유리 / 차혜주 / 김조향 / 박주은 / 이새얀

지휘: 채현주 권사 / 반주: 정주영 집사

초등부 찬양대초등부 찬양대

초등부 1부

Joseph Kim / Beulah Choi / Katelyn Choi / Rebecca Song 
Immanuela Pang / Melanie Cho / Irene Ahn / Rachel Kim

지휘: 이단비 청년 / 반주: 박새암 청년

초등부 2부

Charis Choi / Kristy Kim / Esther Chong / 
Anna Shim / Ahin Kim

지휘: 소승우 청년 / 반주: 박새암 청년

벌써 찬양대를 맡은지 1년 반이 다가옵니다.갑자기 맡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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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학교 찬양대

만 주님의 뜻이 있다는것을 믿으며 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지휘 하는 순간 순간마다 인원이 많지 않은 여자 아이

들 3, 4명 가끔은 2명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느끼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위로와 

회복을 느끼곤 합니다. 숫자가 적어도 주님을 영광스럽게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 자리들을 지켜주는 아이들

이 초등부와 저의 그리고 주님의 자랑거리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찬양대 아이들의 노력과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보고 느끼며 찬양대 자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찬양대가 점점 작아져가는 요즘 세대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자리를 지켜준다는것이 너무 나도 주님께 감사

드리고, 부모님들의 서포트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

고 있어서 찬양대의 미래가 밝은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

니다. 

그리고 매주 찬양연습은 1부 10:10~10:30분 지휘 이단비 청년, 

2부 11:45~12:05분 지휘 소승우 청년, 반주 박새암 청년이 맡고 있

습니다. 찬양대 연습의 중요함을 아이들이 느끼도록 연습시간에 

늦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신경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소승우 청년]

고등부와의 만남은  2008년 고등부 반주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

고 반주를 하였습니다. 그 후  몇개월후엔 고등부 찬양대를 지휘하

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있습니다.

저희 고등부 학생들은 실제로 한국어 가사가 어려운 아이들입

니다. 한국학교를 졸업한지도 오래되었고 영어찬양이 더 편한 친

구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찬양 할때 만큼은  한국어로 부르

기가 편하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신기하고 놀라면서  즐겁게 찬

양을 할수 있었습니다. 한 절이라도 한국어 가사를 시키면 또박또

박 읽어가며 찬양하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모든 아이들이 처음 연습할때엔 어려워하지만 몇번 부른후 각

자 자기 파트대로 소프라노,알토, 테너, 베이스로 악보를 읽어가며 

잘 부릅니다. 자신있게 찬양할때의 모습은 정말 귀하고 뿌듯하며 

보람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찬양대 연습은 11시 45분부터 시작하여 예배 전까지 연습

합니다. 누구나 찬양을 원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저희 고등부 찬

양대에 조인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등부 찬양대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되

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철화 권사]

꿈 하여 two-part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주 분반공부와 찬양곡

을 “4/14 Window”의 마지막 기회가 되는 중등부 학생들에게 독

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기도하며 많은 시간을 드려 준비합니

다. 

중등부 찬양대 연습 시간은 예배전 11시 50분부터 12시, 예배후 

1시 40분부터 2시까지입니다. 연습시간이 많이 부족하므로 시간

에 늦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

부 찬양대에 오디션을 하느냐고 물어보신 부모님이 계셨었는데, 

오디션은 없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중등부 학생은 누구든지 환

영합니다. 

저희 중등부 찬양대가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좋은 지휘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윤수영 지휘자]

중등부 찬양대중등부 찬양대

박상우 / 김호중 /  노승민 / 문태양 / 이효리 / 송지수 / 
김예은 / 민혜나 / 홍나영 / 김하늘 / 임제흰

지휘: 윤수영 / 반주: 정주희 

중등부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윤수영입니다. 박성권 전도사님이 

중등부에 계실 때, 중등부 교사가 부족하니 함께 섬기자는 제의에, 

전에 초등부 교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 중등부에 왔는데 그때 계시

던 지휘자께서 중등부 지휘를 사임하시면서 임시로 중등부 찬양

대 지휘를 하게 된지도 벌써 9개월이 되었습니다. 

사춘기의 절정인 중등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어렵

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하면 선생님 

말을 안들을 수 있을까?” 연구하고 오는 아이들 같아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 가끔 복도를 지나칠 때 찬양대에서 배운 곡을 흥얼

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몇 달 전에 했던 찬양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찬양이 아이

들의 삶에 일부가 되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요즘은 Hillsong United나 Newsboys 등등 CCM곡에만 익숙

해 있는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예배 찬양을 찬송

가 중에서 선곡하여, 변성기에 있는 학생들의 음역에 맞춰 조 바

고등부 찬양대고등부 찬양대

이정민 / 황찬일 / 소윤종 / 이우주 / 이하은 / 
권민지 / 정예영 / 권은지 / 정엘리사

지휘, 반주: 소철화 권사



5월 10일 수요예배에 마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었다. 중

국 예배를 섬기는 첸위지 전도사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6장~15절이

었다. 

민수기 6장 22절~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평생 복 내려 

주시기를 작정 하셨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

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신다. 우리들은 첫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

구해야한다. 갈렙은 '전심'으로 충성했다. 우리도 갈렙처럼 충성

해야한다. 두번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부르신다. 갈렙은 히브론에서 48년을 인내

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세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

해야 한다. 마리아 선교회의 헌신 찬양곡은 '주는 완전합니다' 

이었다. 첫소절 부분을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

증하며 은혜롭게 찬양했다.

마리아 선교회 헌신예배마리아 선교회 헌신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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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회 헌신예배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는 5월 3일 수요 예배에 있었다. " 세상

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이라는 제목으로 진기웅 전도사의 말씀

이 있었다. 진기웅 전도사는 영어 예배에서 사역 하고있는 전도

사이다. 한국어 예배는 처음 서게 되었다. 영어로 설교 하는것만 

듣다가 한국어로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생각 했던것 보다 훨

씬  더 한국어 실력이 뛰어났다. 편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아 들을 수 있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8~10절 말씀이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이다. 사도바울은 더욱 감사의 마음이 생

겼다. 사도바울은 그것을 "은혜" 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체가 선물이다. 이 받은 선물의 특징은 한것이 없는데도 

받은 선물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

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을때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때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한다. 삶이 바뀌고 생활이 달라져야 한다. 하나님

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

다. 헌신 찬양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을 드렸다.

바울 선교회 헌신예배바울 선교회 헌신예배

4월 30일 주일 저녁 예배를 브리스가 선교회 헌신예배로 드

렸다. 소유영 전도사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42절~48절 

"진실한 청지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우리는 지혜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

어야한다. 종들의 입장에서 일해야 하고 주인에게 인정 받는자

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각자의 소명대로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 첫번째는 신실해야 한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어

야 한다. 두번째는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한다. 예수님의 뜻

을 잘 전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세번째는 아는 만큼 좋

은 결과를 내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브리스가 선교회 헌신찬양 순서엔 모두 하얀 블라우스와 검

은색 치마를 입고, 핑크색 리본을 예쁘게 목에 묶었다.  헌신 찬

양곡은 '푯대를 향하여' 라는 곡이었다. 교회안에서 제일 왕성하

게 모든 부서에서 헌신하는 브리스가 선교 회원들이 은혜롭게 

찬양을 드렸다.

브리스가 선교회 헌신예배브리스가 선교회 헌신예배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가 있는 4월 26일 수요 예배에 아굴

라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었다. "하나님의 경륜" 이란 제목으로 

배인구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다.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이었다.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오해

하는 일이 많다. 인생에서 하나님은 약할때 강함을 길러주시며, 

약한자를 들어서 강한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6장 

19~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인생을 붙드셔서 어

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하였다. 우리가 포

기 해야 하는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게 하실 자리이다. 

아굴라 선교회의 헌신 찬양순서 전에  먼저 짧은 꽁트가 있었

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취미생활하며 돈쓰고 교회를 잊고 

지내던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서로 모여서, 예배를 잊지말고 하

나님께 예배하자고 교회중심으로 살자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에.. "모두 교회가자" 라고 외치는, 짧고 강한 멧세지가 담긴 의

미있고 재미있는 꽁트였다. 헌신찬양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를 힘차게 찬양했다.

아굴라 선교회 헌신예배아굴라 선교회 헌신예배

어린이 주일 교회학교 스케치어린이 주일 교회학교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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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주일 - 교회학교 스케치

유아부 어린이 주일유아부 어린이 주일

유년부 어린이 주일 생일잔치유년부 어린이 주일 생일잔치

유년부 어린이 주일엔 특별히 5월에 생일이 있는 아이들이 어린

이 주일에 선물을 받고 강지영 전도사님의 기도로도 축복을 받았

다. 각자 반별로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선물을 아이들에게 선물하

였다. 

유치부 어린이 주일유치부 어린이 주일

유치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쓸수

있는 날개없는 선풍기를 선물했다. 아이들은 정말 신기하게 생각

하며 좋아했다. 반별 성경공부 시간에는 김밥과 케익을 선생님들

과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초등부 피자파티초등부 피자파티

어린이 주일 헌신예배어린이 주일 헌신예배

어린이들의 꿈 선포어린이들의 꿈 선포 안아란 어린이 성경암송안아란 어린이 성경암송

헌신예배 찬양헌신예배 찬양 어린이 안수기도어린이 안수기도

5월 7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저녁 예배를 어린이 헌신 예배로 드렸다. 우리 퀸즈 장로 교회의 어린이들은 한국어를 참 잘한다. 너무 
기특하고 예쁘다. 저녁 예배 순서를 어린이들이 직접 진행하며 부모님들처럼 의젓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를 빛냈다. 사회를 맡은 조하민 어린
이는 또박또박 한국어를 우리귀에 잘 들리게 하나씩  잘 진행해 나갔다. 기도를 맡았던 남건우 어린이는 평소에 친구들과 뛰어다는 아이로만 
생각했는데,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하였다. 최서진 어린이는 성경봉독을 하였는데, 한국에서 자라난 아이처럼 말씀의 의미도 잘 이해하며 읽는 
느낌을 받았다. 찬양대는 유초등부가 함께 찬양했다. 차평화 전도사의 '굳게 서리라!' 'Stand Firmly'!'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에베소
서 6장 10절~17절의 본문 말씀이었다. 임종수 어린이의 헌금기도가 있었고, 안아란 어린이의 광고순서도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것은 유초
등부 어린이들이 나와서 주님의 비젼속에서의 각자의 꿈을 선포했다. 안아란 어린이는 로마서 8장 한 장을 모두 외우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
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예배드리던 어른들도 모두 놀라시고 감동이 컸다. 하나님도 정말 예뻐하시고 기뻐하시리라 믿는다. 마지
막 순서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며 축복 받는 
귀한 시간이었다. 김성국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이 날 어린이 헌신예배는 은혜롭게 잘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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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퀸즈장로교회 중국어 예배가 시작된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셨고 지키셨으며 또한 중국어부의 부흥을 위한 성도들의 간

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지금은 300명 넘는 성도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

사로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2017년 5월7일, 하나

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번의 새로운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바

로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순간

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어부에 새로운 어린이 교육부

를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는 손요한 전

도사를 통해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AGAPE

31 

QPCM - 어린이 교육부 / 한국학교 발표회

손전도사는 중국 연변에서 태어난 교포 3세이고, 무신론자 가정

에서 태어나 18세에 비지니스를 하고 있던 어머니를 따라 러시아

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22세되던 해, 친구와 함께 

미국으로 와서 비지니스를 해야 겠다는 꿈을 안고 뉴욕으로 오게 

되었고, 뉴욕생활 1개월 만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허

락하셔서 장사의 꿈을 바꾸어 사람을 낚는 어부의 마음을 주셨습

니다.  3년간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종’ - 부름심의 확신을 가지고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Nyack College에서 4년제 신학교를 졸

업하였으며, 지금은 Pennsylvania 에있는 Biblical Theology 

Seminary 에서 M-Div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전, 1년

간의 중국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해 손명금 집사

를 만나게 하였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또한 허락하

셔서 태중에 7개월된 공주님의 아주 행복한 예비 아빠로 준비하

고 있습니다. 돌아 보면, 탕자와 같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것

이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부르시고 자녀 삼

으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주님의 은혜, 자아가 십자가에 죽

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도록 산 제사가 되어 (갈2:20) 주님께

서 주신 세계 선교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

하는 손전도사를 만나 가정 배경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래는 손전도사의 교육부 사역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

리겠습니다.

J: 손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어린이 교육부에는 어린

이는 몇명 예배 드리고 있고, 교사는 몇명 섬기고 있습니까?

S:  저희 중국어 교육부 어린이 연령은2-12세이고, 유아부를 위

주로 예배와 분반공부를 드리고 있으며, 아동부와 소년부는 먼저 

분반공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5월 7일 첫 예배에는 유아부 

(2-5세) 13명, 아동부 (6-7세) 9명, 소년부 (8-12세) 10명, 총 

32명의 아이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유아부 4명, 

아동부 1명, 소년부 1명 총 6명의 교사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J: 퀸즈장로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인 동시에 교육부도 아주 체계

적으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주일학교의 표어는 무엇입니

까?

S:  저희 교육부 올해 표어는‘믿음으로 사는 유아부’입니다. 아이

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습

니다.

J: 이 사역은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사역이죠? 그럼 혹시 

계획과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 저희 퀸즈장로교회 교육부는 전 뉴욕 교계에서 인정하고, 배

우고 싶어하는 롤 모델같은 교육부입니다. 저 같이 부족한 자를 임

명하여 세워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국어 교

육부 계획은 한국어 교육부의 오래된 교육시스템을 잘 적용하여 

새롭게 이민 온 중국성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예수님 중심, 말

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교육을 위해 꿈꾸고 있습니다.

J:  5/7 첫 주일예배에서 전하신 설교말씀에 대해 간단히 부탁드

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과 의미를 줄까

요?

S: 저는 중국어 교육부 교육진행표를 만들면서 첫번째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와 예수님을 접대하기에 바빴던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님을 따라 온 우리 중국어부 아이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어려서 부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행복하며, 말씀으로 사역하는 어린이들이 미래를 꿈꾸

며 앞으로 사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국어부 어린이 교육부의 첫 예배에 손전도사는 누가복음 

10장 38-42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설교 내용을 통해 우리는 모

든 아이들이 마리아와 같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

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

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한국학교 봄학기 어버이날 발표회2017 한국학교 봄학기 어버이날 발표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난 5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퀸

즈장로교회 지하친교실에서는 2017 한국학교 봄학기 어버

이날 발표회가 있었다. 1부 순서로 한국학교 담당 김홍덕 선

생의 사회로 시작하여, 함미희 전도사의 인사말, 김용생 장로

의 기도 및 사회자의 교사들 소개가 이어졌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여러 다양한 순서가 있었는데, 비

가 오고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많은 학부모들이 찾아와 

발표회를 함께 하였다. 2부 순서로, 동요 및 국민찬양, 민요, 

태권도 시범, 창작동요, 국악동요, 발레, 탈춤, 노래 등 한국

학교 각 반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순서가 이어진 후, 다같

이 어머님의 은혜를 부르고, 광고 후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축

복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국학교 봄학기는 5월 20일 토요일을 마지막으로 종강하

게 되고, 가을학기 개학일은 9월 16일 토요일이다. 1년에 

2번씩 계속되는 이 한국학교를 통해 2세들, 그리고 한국어, 

문화를 모르던 자녀들이 더 많이 배움을 통해, 또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기도한다.

문의 : (718) 886-4646 / 210호(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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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주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孙约翰传道 (손요한 전도사)

QPCM - 예배부 통역부

중국어예배부 통역부중국어예배부 통역부

在教会大堂二楼右侧，有一个特殊的声音是从这个狭小的空间里发出来的。从固定的每周六清晨早祷会，再到不定期的各种语言一

起崇拜，将韩文讲道翻译成中文的自愿者们就在这里，他们在幕后默默地做着同声翻译的事工。为了实现多民族教会的皇后区长老

教会，韩文堂与中文堂，能够一同交流，分享恩典，和睦相亲，让我们记住这些翻译部的同工们，为教会事工甘心乐意的摆上。

他们不仅担当同声翻译，还做其他文书翻译和诗歌翻译等多样的事奉。

今天，就让我们一同来与这些同工们近距离地接触一下吧！他们就是朝着更加有规划，有目标，有专业方向发展的翻译部三小组！

본당 2층 오른쪽 좁은 공간의 통역실에서 정기적으로는 매주 토요 총동원 새벽기도회 마다, 부정기적으로는 각 언어별 예배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국어 설교를 중국어로 통역하는 숨은 봉사자들이 있다.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헌신하는 동시통역 

봉사자들이 그들이다. 다민족교회의 비전을 실천하는 퀸즈장로교회에서 한국어예배부와 중국어예배부가 함께 교감하고 은혜를 

나누며 화합하는 데에는 동시통역 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동시통역 뿐만 아니라, 문서번역 찬양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어로 섬기고 있다.

최근 3개 팀으로 나누어, 보다 전문화 되어가는  ‘통역부’의 대표 섬김이를 만나보자.

저는 중국어 예배부가 시작하기 한달 전에 퀸즈 장로교회로 등

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중국어 예배에서 섬겼지만, 많은 것

을 맡겨줄 때마다 제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많이 거

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퀸즈 장로

교회로 인도하시고 중국어 예배가운데 많은 훈련을 시키고자 계

획하신 주님의 뜻을 점점 알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어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

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통역부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

다. 

백년 전, 하나님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중국 땅으로 인도하셨고, 

중국에서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저를 

부르시고 선교의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중국 교포들을 사용하여 한국과 중

국을 잇는 다리의 역활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

운 일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영혼구원의 사

역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리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리

(김삼희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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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비록 서로 다른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

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담임목사

님, 첸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풍성한 교제를 

통해 통역사역을 부흥케 하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교회와 그리

고 겸손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서로 협력하여 섬기는 통역부 지

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충만을 주셔서 하나님

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지혜로운 언어와 더욱더 풍성한 표현으

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는 크고, 작은 사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섬김과 보이지 않는 섬김 모두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면 됩니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시길 원하

십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소리외쳐 주

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하시고 오묘하신 일들을 기

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리 ’

저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새신자 공부

를 졸업하였으며, 이어서 한국어부 청년부모임, 수련회 그리고 세

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백지와 같은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 온 4년이라는 시간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풍

성하며 가장 기쁘고 의미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분의 뜻을 발견하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 온

전히 주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5)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

회의 생활은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하나님께

서는 매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고, 은사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으며, 서로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

타내십니다.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한국어부 예배에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

다. 또한 중국어부 설립과 부흥을 통해 저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

셔서 두 문화 사이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안에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남위홍 자매)

샬롬! 통역부의 남위홍입니다. 저는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 태어

나고 자랐습니다. 고향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초등학교에 다녔

고, 중국어로 수업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그리고 또 다시 영어

로 수업하는 미국 대학교에 다니며 저에게 언어는 항상 뛰어 넘어

야 할 산이 되었습니다. 창세기11:1-9절에는 온 땅의 언어에 대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언어도 말도 하나

로 만드셨지만，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위해 바

벨탑을 쌓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 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의 한 시점에서  지금 이 시간, 퀸즈 장로교회에

서 통역이라는 사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



азары, Евангелизация, праздники Рождества, Нового Г

ода, Благодарения, Пасхи все это проходило для всех н

ас, как служения единения всех нас. Конечно на протя

жении этого года, огромной помощью всегда оставали

сь наши корейские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во первых это были 

молитвы,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года ко мне подходили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и спрашивали у нас о нашем служении, 

это всегда было знаком того, как любят и интересуютс

я они о нашем служении. Это была просто помощь в тр

анспорте, материальном обеспечении, внимани и еванг

елизации. Хотелось выразить больш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вам с этих страниц за вашу огромную любовь. Сре

ди множества служений, мне особенно вспоминается с

лужения евангелизации "Навруза", это праздник светс

кий. Но он просто повод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игласить мн

ожество мусульман в церковь, в этом году их было бол

ее 150 человек. И мы могли рассказать им об Иисусе. В

месте радоваться и вместе молиться за них. Это ли не у

дивительно, что они могут приходить в нашу церковь и 

слушать слова Божии. Я вспоминаю на этот праздник п

ришли и семья из Афганистана. Честно говоря они не г

оворили по русский, поэтому наши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из 

Таджикистана переводили им. Глава этого семьи, свид

етельствует и говорит, что в той атмосфере в которой о

ни жили в Афганистане при талибане, он разочарован 

в мусульманстве. Он нашел спасение в Иисусе Христе. 

Для меня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еликое благо знать о так

их людях. Ведь проповедывать мусульманам крайне тя

жело. Но Бог дает нам здесь та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Слава 

Богу!!! 

Мы только в начале пути, нам только всего год, коне

чно у нас много сложностей и мы продолжаем молитьс

я и служить. Иногда опускаются руки, потому что не в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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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권 예배부의 1년을 돌아보며러시아어권 예배부의 1년을 돌아보며

Вот уже прошел год с момента основания нашей церк

ви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собрания. Вообще то для меня и мое

й семьи этот год, также и год пребывания в США. Прим

ерно год назад мы имели благословение начать нашу 

церковь. На первом служении я проповедывал на Матф

ея 16: 16-19, в этом отрывке Иисус трижды повторяет: "Я 

говорю, Я создам, Церковь Мою". Мне эти слова всегда 

показывали, то что в становлении и созидании церкви, 

нет абсолютно моей или чьей либо заслуги. Это все сде

лал Господь! Он говорит, Он созидает и эта Церковь- е

сть Церковь Иисуса Христа. Он Глава, Он Пастырь и Он 

Царь царе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это так, когда я впервые по

лтора года назад приехал в Нью Йорк, я не знал о тако

й церкви КАПЦК, выход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вязаться по и

нтернету со знакомым миссионером, мы встретили пре

свитера Чонг Гиль Пе на улице. Он позвал меня: "мисси

онер Сонг". Знал ли я тогда, что так на улице просто на

чинается еще одна страница действия Бога, на этой зем

ле. Нет конечно! Но Бог знал и вел. Поэтому более чем 

на все сто процентов, я верю это сделал Бог. Его милос

ть и веденье и благодать были в том что, 28 мая 2016 г

ода появилась наше собрание. Поэтому я могу сказать 

это сделал Господь. В Его Божьем плане было также и 

то, что бы в радостных и благодатных служениях, мы с

обирались служить и поклоняться Богу каждое воскре

сенье. Изучали Библию по вторникам и средам. Провод

или время общения по домам и на природе, проповеды

вали Слово Божие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людей города Н

ью Йорка. Мы молились все это время о Божьем пробу

ждении в этом городе среди всех наций и народов, а б

олее сред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жителей. Было много празд

ников и мероприятий в которых наши люди знакомили

сь и с корейскими верющими людьми. Миссионерские 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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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고, 깊은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저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 같

습니다. 하지만 잘 다룰 줄 아는 악기도 없고, 노래와 춤도 그리고 

앞에 나서서 하는 것을 힘들어 할뿐만 아니라 운동종목 하나 제대

로 하는 것이 없는 저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

릴 수 있을까’ 라는 기도와 고민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새

가족부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김성국 담임목사님께서 

다민족 선교의 비전을 가지시고 그 사역을 펼치시는 중, 제일 먼

저 중국어 예배부를 설립하게 되면서 중국어 회중들과 함께 나누

시려는 담임 목사님의 취지에 맞춰 처음에는 짧은 교회소식과 전

도지, 그리고 주보 등 간단한 문서들을 시작으로 번역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문서통역을 시작으로 첸위지 전도사님의 설교

문 통역과 목사님의 기도통역, 사순절 때 말씀통역 그리고 작년 

전교인 여름수련회 폐회예배 때의 목사님 설교를 시작으로 동시

통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중국어 회

중들이 함께하는 예배나 모임이면 언제나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사순절 새벽기도회는 새벽예배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은 

중국교회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뜨거운 예배현장에 중

국어 회중들이 나올수 있게 되면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 정착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열마디 하

시면 겨우 세, 네마디를 떠듬떠듬 통역하다가 조금씩 빨리하는 연

습을 하였고, 중국어 설교 방송을 귀에 꽂고 다니며 또한 한국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혼자 중얼중얼 통역을 하는 연습시간을 한참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은 나아진 수준으로 두 번째로 중국어 

회중들과 함께하는 사순절 예배에 가끔 통역을 마치고 내려 오면 

중국성도들 중 누군가가 뛰어와서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

다고 말씀 한마디 해주셨을 때, 담임목사님의 뜨거운 설교 말씀을 

어느 정도 전달해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또 감사하며 울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어 통역부에는 같은 비젼과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가

족이 늘어 났습니다. 중국어 어린이교육부 설교와 토요새벽기도 

통역을 책임지는 손요한 전도사님, 아가페 문서번역 책임담당인 

손명금 집사, 찬양번역과 새벽기도 통역 담당인 김삼희 집사, 그외 

여러가지 간증과 말씀, 문서번역을 이유화 자매와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통역이라는 섬김으로 두 예배부가 은혜를 받고 저희도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며 함께 사역들을 감당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주님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하나

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다민족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펼치시는 김성국 담임목사

님과 항상 든든한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황혜옥 전도사님, 

그리고 언제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첸위지 전도사님

과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용기를 주시는 김원도 장로님, 마지막으

로 부족한 저희 통역팀의 통역에도 항상 감사하며 믿어주시는 중

국 회중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

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QPCM - 예배부 통역부 / 재정칼럼

많은 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삶을 위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일까요?” 물론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른 차이점은 언제나 존재하겠지만, 각 연령대별로 바람직

한 준비의 단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을 사실은 “빨리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입니다.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항상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추세로 상승

되는 자녀들의 학자금에 대한 불안,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십니

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한편으로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재정

적 준비 차원에서 구입 가능한 특화형 저축성 보험상품 혹은 학자금 

상품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20대에서 30대 사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게 되며, 결혼

을 하고, 자녀들이 생기는 연령대 입니다. 어려서부터 준비해 온 저

축성 보험상품 플랜이 없다면, 더 젊고 건강할 때에 미리 구입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더 장기간 부을 수 있기에 

더 많은 Cash value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

이 생기게 되면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한 기본적인 텀 (기간성) 보험 

구입으로 자녀와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내는 한 지인이 얼마 전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두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을 홀로 책임져 온 젊은 아빠는 안타깝게도 위암 판정을 받기 불

과 수개월전 그나마 가지고 있던 생명보험을 Cancel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불과 한 달에 $30여 달러에 불과했던 보험료가 아깝게 느

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외식 한 번만 줄였더라도 유지가 

가능했던 생명보험이 없어지고 난 후의 위암판정과 수술… 이제는 

보험조차 구입하기 어려워진 건강상태로 인한 후회와 미련은 돌이

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빠와 엄마로서의 최소한의 준비, 후회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어 계십니까?준비되어 계십니까?재정칼럼재정칼럼 이정훈 집사

- 연령별 준비계획 -- 연령별 준비계획 -

*40대: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고, 수입면에서도 

20/30대보다는 여유가 생기는 연령대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본적 

텀 (기간성) 보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은퇴 이후와 자녀들을 위한 유산 상속등에 관한 진지한 고

민을 시작합니다. 은퇴준비를 위해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401k 플랜

과 자영업들을 위한 IRA를 더 늦기전에 시작하셔야 할 것이며, 지난 

호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은퇴준비에 도움이 될 저축성 보험상품을 

더 늦기 전에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산 상속의 수단이 준비

되어 있지 않다면, 많은 유태인들이 유산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Universal Life 혹은 사망보험금이 보장되는 형태의 저축성 보

험상품을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50대 이후: 은퇴 준비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연령대 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은퇴이후 수입부족, 각종 의료비 지출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셜연금

의 부족함을 채워줄 각종 은퇴연금 상품을 구입해야 할 시기입니다. 

구입 직후부터 사망시 혹은 특정기간까지 월별 연금형태로 지급되

는 Immediate Annuity 상품, 혹은 구입 후 몇 년 정도가 지난 후 지

급이 시작되므로 동일한 구입액수 하에서도 더 많은 월별 연금을 수

령할 수 있는 Longevity Annuity 상품 등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근

래 들어 60대 이상 연령대의 어르신들 중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유산 

상속의 목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으로 된 보험상품을 구입하고, 자녀

들이 보험료를 지불하게 함으로서 자녀들에 대한 마지막 내리사랑

의 마침표까지 찍으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수입의 적고 많음을 떠나, 연령의 높고 젊음을 막론하고 각자의 상

황에 맞는 다양한 재정상품, 보험상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

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바쁘고, 벅찬 이민자의 삶이라고 할지라

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은퇴 이후의 나 자신을 위한 준비는 필

수입니다. 부족하지만 지난 4개월에 걸친 재정칼럼이 조금이라도 

“준비된 삶”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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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월 28일 2016년에 

우리 교회 러시아어권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매주 주일에 모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

일에 성경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성도들 가정과 야외에서 같이 

교제와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방전도

와 전도집회를 통해 많은 러시아어권 뉴욕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집회와 행사를 한어권 예배와 같이 할 

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외모가 틀리지만, 

바자회, 한마음 축제, 명절 때, 부활절, 크리스마스와 감사주일 때, 

한어권 성도님들과 같이 한 가족이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 그때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어권 

성도님들이 늘 저에게 안부를 믈어보고, 늘 걱정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많은 기도가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

님과 모든 한어권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행사들 

가운데, 제일 생각에 남는 것은 누루즈 전도 집회였습니다. 비록 

이 명절은 중앙 아시아 전통 명절이지만, 그때 많은 회교권 사람

우리 러시아어권 예배부가 창립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약 

일년 전에 우리 러시아어권 예배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창립

이 되었습니다. 창립 예배 때 저는 마태복음 16:16-19절 말씀을 가

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 세 번 말씀을 합

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가, 

내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보여주는 것이 있

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창립이 될 때, 저의 공로는 전혀 없고, 

누구의 공로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고, 내가 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이 이 교회에 머리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왕의 왕입니다. 

정말 저는 뉴욕에 1년 반 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할 때 

전 퀸즈장로교회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번 인터넷 카페로 가

려고 집을 나섰을 때, 길에서 우리 교회 정길표 장로님을 만났습

니다. 장로님께서 저를 “송요한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전 정말 뉴욕에 저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

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 제가 알았을

까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

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때부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역사적 

페이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어권 1주년 창

립을 생각할 때,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말씀

е еще верны чтобы приходить каждое воскресенье. Но в 

эти минуты я вспоминаю слова Бога: "Я говорю, Я созда

м, Мою Церковь". Эти слова, для меня, не я, а Господь О

н только созидает, Он говорит и эта церковь Его. Прош

у вас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молитесь дальше. Проповедуйте 

русскоговорящим вокруг. Давайте укреплятьс верой, чт

о Бог с нами!!! 

들을 전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약 150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고, 그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힘든 회교인들이 직접 교회로 오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명절 때 한 아프가니스탄 가정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가정과 

대화 가운데, 자기는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탈레반 사람들 때문

에, 회교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정

말 믿는 사람들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영접 했

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일년 밖에 안되었고, 많은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역자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제가 믿는 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

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음이 아프시고, 

이 교회를 좋게 인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

님께, 예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직 예

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러시아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꼭 전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

리 교회를 위해, 우리 모임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QPRLM - 1년을 돌아보며 AG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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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od's mighty grace, the QPEM's 
Running Minstry is officially up and 
running (sorry!) every Wednesday 
evening.  Several QPEM members had 
already been informally gathering to run 
and work out right after QPEM 
Wednesday Night Prayer Services.  We 
gained so many benefits that Pastor Peter 
and the QPEM leadership decided to 

make this an official Running Ministry.

Wed nights are a truly excellent time we always look 
forward to, because we get spiritually empowered and 
uplifted by praising God and praying to Him together during 
the QPEM Wednesday Prayer Nights at 8pm.  Then right 
after our soul's and spirits are charged to overflowing with 
God's grace, we go out to build up our bodies and minds by 
running together throughout Flushing and doing various 
exercises along the way.  Some of these calisthenics include 
lunges, push-ups, mountain climbers and of course Deacon 
Symong's favorite - The Kimchi squat-walk!

We have been running to Kissena Park, Flushing 
Meadows-Corona Park, Bowne Park, Broadway LIRR 
Station, etc.  While we run, we also enjoy deep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s we soak in the supremely fresh air that 
our God uses Flushing's lush vegetation to provide.  It's also a 
wonderful opportunity to see and experience extremely 
lively and atmospheric Flushing nights, which feels like a 
rainforest or even the Garden of Eden at times.  Truly 
beautiful.

Deacon Jonathan Hong (홍정택 집사)

We believe God wants us to have healthy and strong 
bodies and minds in addition to devoted and growing souls 
and spirits. The healthier we are physically, the more greatly 
our God can use us for His kingdom.  It's also our 
responsibility to be good stewards of our bodies as temples 
of the Holy Spirit (1 Corinthians 3:16).

Many QPEM'ers have confessed that our Wed night runs 
are the only time throughout the week that they actually 
work out (!).  So we hope and pray that attending our 
Wednesday runs will spur them to exercise more frequently 
as they experience how great working out together makes 
them feel.

Please join our Running Ministry.  It would be so great to 
have you be part of it.  God will use this time to build up 
your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health.  You will also 
enjoy great fellowship with QPEM'ers.  You won't regret it! 

All fitness levels are accepted.  Please wear weather 
appropriate workout clothes and running shoes and bring a 
bottle of water. 

Let's really take Flushing nights by storm and build 
ourselves up for the Gospel, His kingdom and God's great 
glory!

Please speak with Deacon Symong Choi or I if you have 
any questions. 

QPEM Wed Prayer Night - 8 pm-9pm, every Wednesday

QPEM Running Ministry - 9:15 pm

“ Striving for Total Health & Fellowship Through 
Group Prayers & Workouts ”

“ Striving for Total Health & Fellowship Through 
Group Prayers & Workou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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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레시피

1) 고기는 사태와 양지를 손질하여 국물을 낸 후에 고기를 잘게 찢어 놓고 

    고사리, 토란대, 닉(몇뿌리), 대파를 씻어서 준비한다.

2) 양념소스를 만든다. 마늘을 식용유에 동량을 넣고 약한불에 끓인다. 

     마늘이 익은후에 불을 끄고 고춧가루를 넣어 잘 섞는다.

3) 찢은 고기와 고사리, 토란대를 섞어서 준비된 양념으로 무친다.

4) 삶은 국물에 준비된 재료들을 함께 넣고 끓이다. 한소큼 끓으면 대파, 닉을 넣고 같이 끓인다.

5) 마지막으로 계란을 풀어서 국물에 넣으면 맛깔나는 육계장이 완성된다.

시온 찬양대를 섬기고 계시는 주봉순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맛있는 육계장 비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탄절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준비때 항상 빠지지 않고 부 찬양대를 대표하는 메뉴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주봉순 권사님의 육계장 맛을 보신 분은 절대 잊을수 없는 주봉순  권사님의 육계장을 소개합니다.

3

시온 찬양대를 섬기고 계시는 주봉순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맛있는 육계장 비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탄절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준비때 항상 빠지지 않고 3부 찬양대를 대표하는 메뉴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주봉순 권사님의 육계장 맛을 보신 분은 절대 잊을수 없는 주봉순  권사님의 육계장을 소개합니다.

주봉순 권사님의 맛있는 콩나물 불고기

주봉순 권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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