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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 중심 / 말씀 중심 / 교회 중심

8월 사랑의 달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요 1:8), 가장 큰 계명이며(마 22:37-40), 
율법의 완성이고(롬 13:10), 예수님이 주신 새계명이며(요 13:34), 
믿음이나 소망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고전 13:13).

#믿음  #완성  #새계명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명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 5:29-30, 6:24).

아가페
묵상

아가페
묵상

사랑 계명사랑 계명

단기선교 특집
캄보디아/온두라스/니카라과

2017 전교인 수련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

사랑의 달 특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란?

Food in Bible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중국 이해하기 | 한족과 조선족

https://kapcq.org/agape/pdf/2017_8.pdf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린이 교통대”에 있었습니다.

경찰 아저씨에게 거리에서 교통정리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어린 저에게 잘 의식되지 않았던 교차로가 

크게 보였고 매우 중요한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차례 교차로 앞에 섭니다.

직진도 하고 우회전도 할 수 있고 좌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U 턴도 합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갈 방향을 정하지 못해 머뭇거리면 위험하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교통체증이나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인생의 교차로 앞에서

직진 sign이 있었지만 계속 머물러 있다가 생을 마쳤고,

아브라함은 같은 교차로에서 하나님의 sign을 보고 주저함 없이 나아갔습니다.

내 인생의 교차로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요.

Sign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정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교차로에서 하나님의 sign을 분명히 보고,

주저함 없이 그 sign을 따라가면 

내 인생은 멋진 기착지들을 만날 것이요, 

마침내 아름다운 종착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교차로내 인생의 교차로

The Crossroad of My Life 

When I w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I volunteered as a school crossing guard. 

I was trained from police officers on how to control traffic.  
Through the training,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a crossroad.

Everyday, we stand before many crossroads.
We can go straight; we can make a right turn; or we can make a left turn. 

Sometimes we can even make a U-turn, as well. 
But, the problem is when you do not make a decision at the crossroad as to where to go. 

If you do not make a decision quickly at the crossroad, it can cause traffic congestion, 
or even a more dangerous and serious situation, like a car accident.  

Terah, the father of Abraham, though there was sign from God to move on, 
he did not move at all at the crossroads, ending his life there. 

Abraham, however, at the same crossroad, seeing God’s sign to move on, 
obeyed without hesitation.  

What kind of attitude do you have for facing crossroads in your life? 
Are you disregarding it? 

Are you being indecisive? 
If you continue to move immediately after you see the sign of God at the crossroad, you will surely arrive at many beautiful 

destinations, and ultimately at the final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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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같은 말씀

질문이 있습니다.

 2017년 7월 15일  이사야 63:7-14

톨스토이의 단편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 왕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한 성자를 통해 마침내 답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질문

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매우 심각한 질문이고 중요한 질

문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때 하나

님의 큰 은총을 입고 살았습니다. (사 63:7-9) 너무나 큰 은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시고 그들이 힘들 때마다 들어주시

고 안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찬송과 감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

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사 63:10)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그 질문을 

나의 질문으로 삼아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다 얻으시길 축원

합니다. 

1.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질문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는 질문

입니다. (사 63:11a)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나일 강에서 건짐

을 받은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때 모세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갈대상자에 넣어져 나일 강에 던져진 아기

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를 건

져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맨 처음 

시작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의 맨 처음 사건, “모세를 강에서 건지

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의 질문과 같습니다. 

다시 시작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늦은 것은 없습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마침표는 사람이 찍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폭싹 망한 집안의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 가정

은 이민 생활하면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완전히 망한 집이

었습니다. 이렇게 망한 집에 예수님의 모형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난 나오미 가정

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었습

니다.

다윗은 온갖 죄를 짓고 쓰러진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 51:11-12)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품으시고 복음을 위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실망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나는 더 이

상 안 된다고 하십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은 아이도 살아납니다. 죽은 청년도 살아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일을 꿈꾸십시

오.

수 없이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

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시 시작한 사람들임

을 일러 주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

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를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 답하십

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2. 다시 성령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질문은 다시 성령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사 63:11b)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선 언제나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

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를 매일 체험했지만 그들 앞에 불과 

구름 기둥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 설교 전문 -

https://youtu.be/NFR6A8hso2U


다시 성령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성령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를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 부르짖으면 얼마든지 성령의 임재를 다시 체험할 수 

있다” 부르짖어 다시 성령의 임재를 회복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3.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 째 질문은 다시 승리할 수 있느냐는 질

문입니다. (사 63:12-13)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그 다음에 있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

들의 패배의 원인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간의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패배 원인 중의 하나일 뿐 다른 중요

한 원인도 있었습니다. (수 7:2-4)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너무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전략을 짜고 모두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나갔습니다.  사자도 토끼를 잡으려 해도 전심전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심전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아이성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승리했습니

다. (수 8:1)

한 번 패배했더라도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함께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스라엘과 아랍 14개 연맹국

가 간에 6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투 병력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들이 승리할 수 있

었던 것은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

자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살고 유학하기도 했던 이스라엘 청년들

이 조국으로 가려고 공항마다 길게 줄을 섰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마음이 나뉘었을 때는 항상 패배하였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 다시 승리하였습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묻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씀 가운데 

하나되면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가 되면 반드시 다시 승리합니다. 다시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합

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다시 성령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죽으셨다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다시 성령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부분부터 3장 처음부분까지 보면 성령과 

관련하여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았으나 육적으로 사는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을 받아 영적으로 사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

람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자기 앞 가름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쉽게 삐지고 쉽게 다

툽니다. 편을 잘 가르고 사람 말을 크게 듣고 사람을 늘 의지합니

다. 

신령한 사람은 다릅니다. 인간적인 것은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능력과 평강이 충만합니다. 지혜가 넘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것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단기 선교 팀이 지난 주에도 여러 팀이 파송되었고 오

늘도 캄보디아 제 3진이 출발합니다. 제가 처음 단기 선교 간 것은 

1989년 친구 교역자 세 명과 함께 대만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오래 전에 단기선교를 가게 된 것은 제가 교역자로 있던 

교회학교 부서에 한 성령 충만한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분은 

혼자 오래 전부터 단기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80년대 중반, 상상

도 안 되는 어려운 때인데 그는 작은 비즈니스 때문에 중국에 갈

일이 일 년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자기 비즈니스 

보다 더 열심을 품었던 것은 선교였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그 때

는 더 선교가 불가능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선교를 너무 

잘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선교

는 매우 단순합니다. 중국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적은 쪽지를 가지

고 중국 사람에게 보여 주면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발음이 서툴러

서 그런데 한 번 읽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고 괜찮겠

다 싶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더 설명하고 아닌 것 같으면 고맙다

고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한 것만으로 복음을 접하게 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도 성령충만하여 중국가서 선교하는데 교역자인 나

도 선교하러 가야겠다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중국 옆의 대만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때 이후 제 스스로 단기선교팀이 되어 나가기도 

하고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기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단기선교팀마다 영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한 단기선교팀이 있는가하면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이 많은 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가기 전에 꼭 하나 있어야 할 것을 말

씀하셨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선교 뿐 아닙니다. 모든 봉사, 가르침, 목회,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에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곳은 

소리는 크지만 열매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 기쁨 담대함 겸손함이 충만하고 아름

다운 열매가 가득 맺혀집니다.

담임목사 설교요약꿀 같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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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음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

이십니다.

1.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마음에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

습니다.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며 세상 끝 날까지 견고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2. 기름을 부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마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 기름부음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3. 인치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인치셨다는 것입니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로 기쁘게 살고 평강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벧엘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였던 곳입니다.

1. 벧엘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약속을 오랫동안 잊고 사는 사람을 찾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 있었는

데 그곳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벧엘로 부르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

다.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 벧엘로 올라가는 야곱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벧엘로 올라가자. 이것이 야곱의 반응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3. 벧엘에서 일어난 일

벧엘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더 깊은 예배를 드렸고, 

벧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크게 세 가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 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어떤 부분을 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굽히시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2.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두 일들을 형통케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모래 같은 많은 축

복, 바다같이 넓은 마음입니다.

3. 곤고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를 

곤고케도 하십니다. 

이 날들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

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처럼 우리도 고난 때에 하

나님께 엎드려 모든 것의 근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면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

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사 63:14)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성령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다. 다시 

승리할 수 있다.”의 응답을 받아 다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

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다시”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에 성령을

 2017년 6월 18일  고린도후서 1:21-24

다시 벧엘로!

 2017년 6월 25일  창세기 35:1-15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2017년 7월 9일  전도서 7:13-14

https://youtu.be/rWiEM8Cglho
https://youtu.be/pcl9aEAzWcM
https://youtu.be/IsnuPFPJ3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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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함, 아쉬움, 설레임, 두려움... 모두를 26개의 짐 가방과 함께 

넣고 7월 12일 오전 11시 김성국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와 함

께 사랑하는 교역자님들과 많은 분들의 배웅을 받고 캄보디아 사

역지로 출발하였습니다. 사랑을 담은 많은 사역 짐 가방의 무게와 

통관문제는 매년 항상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지만 모든 것이 형

통함으로 목적지 캄보디아에 무사히 도착하여 안도의 숨을 쉬었

습니다. 14시간 + 6시간의 비행기와 + 5시간의 버스 이동으로 인

하여 허리와 다리에 마비가 올 정도로 사역지로 가는 길은 정말 

길고도 길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 캄보디아 땅! 하나님 구원

의 계획이 있는 곳! 당연히 뜨거운 곳이기에 단단히 마음먹고 갔

는데 하나님께서 특별 보너스로 견디기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고전 10장 31절) 말씀을 강지영 전도사

님을 통하여 받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항상 넘치도록 채워 주

시는 하나님께서 올해의 단기선교에도 많은 사역들을 계획하셔서 

준비케 하시고 큰일을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21명의 선교 대

원들과 8명 이상의 통역자와 도움 주신분 들을 하나님의 선교 도

구로 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한 것 보다 더 넘치도록 많은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그 땅의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넘치는 사역

을 감당 하였습니다. 

교회 사역으로는 7일 동안 말씀과 어린이 전도폭발, 어른 전도폭

발, 의료, 음악, 미술, 미용, 네일, 안경사역으로 그리고 공립학교 

사역은 교육에 예술과목이 없는 나라에서 천명의 공립학교 학생

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허락하셔서 5일 동안 음악과 미

술과 영어 사역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한 세계에 대한 그들의 

예술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의 목적은 베델교회로 인도함이었고, 그들에게 구

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구로 쓰인 우리들의 땀과 정성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

께서는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전3:7) 

또한 처음 시작한 안경사역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였습

캄보디아 어린이 전도폭발캄보디아 어린이 전도폭발

21명 단기선교사,  25시간 먼 사역지, 26개 짐… 
예수님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단기선교 특집 - 캄보디아

차동미 권사

니다.

오전 사역을 마치고 오후 사역 시작 전에 잠시 땀에 젖은 몸으로 

나누는 점심시간이 되면 장은옥 권사님의 멸치볶음과 서규일 권

사님께서 만들어 주신 양념 깻잎 맛은 우리들에게 파워풀한 충전

식이 되어 주었고 잊을 수 없는 다시 캄보디아를 그립게 만드는 

한 가지가 되어줍니다. 

오전: 교회, 오후: 초등학교 사역지로 옮겨 다니며 수도 없이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끌고 들고 다닌 사역가방이 6일 동안의 사역기

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일치감치 떨어져 나간 짐 가방의 밑바닥, 

얼마나 서서 걸었는지 구멍 난 양말, 땀에 젖은 옷, 막힌 교실의 흙

먼지로 인한 기침, 더위로 체하고 열남, 발목 삠, 쉰 목소리 ... 이 모

든 것은 선교의 흔적,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우리의 삶의 

의미인 예수님 사랑의 흔적으로 남기는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총 캄보디아 39명의 선교 대원들이 흩어져 각자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다가 마지막 날 21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캄보디아 베

델교회에서의 단기선교 사역 폐회예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착하

고 열성으로 사역 감당한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우리의 하나 됨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의무는 오직 복음전파, 선교라는 것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내년의 사역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귀한 비전의 시간과 감사와 

즐거운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예배시간으로 막을 내렸

습니다. 

이동하는 것만 총 25시간 가량이 걸려서 마침내 도착한 시엠립의 

베델교회! 오는 길에 눈으로 본 캄보디아는 한마디로 참 황량한 

곳이었다. 교회가 아닌 모든 곳에는 불상이 있다고 할만큼 각종 우

상들과 오가는 몽크들이 가득한 곳. 비쩍 마른 소들과 닭들이 거리

를 채우고 어린아이들이 쓰레기와 흙더미에서 뛰노는.. 더운 날씨

때문인지 넋을 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캄보디아. 포장 

되지않은 흙길을 자동차들이 자유자재로, 신호도 횡단보도도 없

이 질주한다. 차보다 많은 오토바이는 한대 위에 갓난아기부터 엄

마 아빠 온가족이 함께 타고 이동하는 이들의 주 교통수단이다. 보

기만 해도 느낀게 많은 이 땅에서 짧지만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

께서 행하실 일들이 더욱 기대되는 첫인상이었다.

우리팀이 가장 처음 받은 숙제는 사역에 필요한 20개 이상의 이민

가방짐을 매번 숙소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학교로 옮겨다니는 것

이었다. 무더운 날씨를 걱정하였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로 예

상보다 선선한 날씨가 우리를 도왔고 대부분의 남자가 학생들이

었음에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여서 일사천리로 사역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베델교회의 학교사역을 통해 이미 많은 주민들에게 소식이 전해

져있어서인지 첫 날부터 수많은 환자들과 학생들이 줄을 지어 교

회로, 학교로 찾아왔다. 할렐루야! 비록 학교에서는 복음을 말로 

전할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의 몸짓, 손짓으로 그들에게 예수

의 빛을 전하고 교회로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검진을 하기전에 속

성으로 전도폭발제시를 할수있었다. 하루에 보통 40명에서 많게

는 60명의 환자들이 찾아왔다. 노인들 뿐 아니라 젊은 나이에도 

한 발치 앞의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 발바닥에 화상을 입고도 

맨발로 흙길을 걸어다니는 어린아이, 대상포진때문에 온 팔이 물

집에 뒤덮힌 할아버지, 감염되어 눈이 퉁퉁 부은 아이, 손톱이 뽑

히고 살이 찢어진 아이까지.. 모두가 각자의 상한 몸을 이끌고 우

리를 찾아온 것이다. 이곳엔 병원이나 안과진료가 너무 비싸기때

문에 한번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종일 서서 기다려야하는 무

Soli Deo Gloria!!
캄보디아 선교일지

김유진 청년

캄보디아 선교 세미나캄보디아 선교 세미나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쳐 부르는 열정을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쳐 부르는 열정을 가지고…
2017년 단기 선교는 6월 8일에서 6월 15일 까지 김성국 목사님을 포함한 

7분의 단기 선교사들이 카작스탄을 섬김으로 시작되었고, 6월 11일에서 

8월 3일 까지의 중기 선교  9개 지역 10팀으로 구성된 172명의 퀸장 중,단

기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배가 토요 총동원 새벽 예배 시간에 드려졌다. 정길

표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김성국목사님은 “온 땅을 부르자” 라는 제

목으로 선교의 목적은,  1)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으로 나가서 함께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며 선교의 내용은, 2) 하나님을 알고 그의 궁정에 들어

가는 길을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며 선교의 방

법은 3) 기도로 예비하고 철저히 준비한 날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나가 

온 땅에 선포하는 것임을 말씀하셨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일 외에 그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물으시는 그 물음에 한쪽에서 

들리는 탄식과 울음 소리는 아멘을 대신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기

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지원자를 모집하였고  4월 부터 실제적으로 구성된 

각 팀원들은 주중과 주일 저녁 모임을 통하여 선교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

우고 연습함으로 준비하였다. 각 사역지의 특성에 따라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선교지 언어로 익히는 찬양 그리고 율동, 연극들 외에도 요절을 외우고 

필독서를 읽고 카톡방에서 매일 함께 QT (Quiet time)를 나누는등 출발하

기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각 사역 팀원들은 열심을 다하게 될 것이다. 

오늘 파송 받은 172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준비할 수 있었지만, 그들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보내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일정

이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열방에 외쳐 증인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퀸장인이 되기를 헌신하

는  단기 선교사 파송 예배는 505장 ‘온 세상 위하여’를 찬송함으로 마무리 

되었다.

단기 선교사 파송예배

한 청년의 이야기

한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어느날, 캄보디아 땅에서 한 

청년의 소식이 날아왔다. 이제 20살이 된 청년, 자신을 Joseph 

Namjoon Hur라고 소개하는 청년은 퀸장의 첫 중기선교사이다. 

허경화 장로님 장남인 허강집사님의 둘째 아들로 퀸장에서 나고 

자랐다. Wheaton College 에서Theology (성경과 신학연구)를 

공부하고 있으며 올 해 6월달에  중기선교사(2개월) 로 파송을 받

아  캄보디아에 갔다. 그는 공립학교 영어교육사역외에 벧엘교회

에서 이일훈, 박수영선교사님을 도와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다. 퀸

장의 단기선교팀을 맞이할  준비로 전단지와 배너를 만들고 원활

한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고 한다.

캄보디아 중기선교사가 되기까지

15살 때 처음 단기선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번의 단기선교를 

다녀온 남준청년에게 캄보디아는 처음과 두번째 단기선교지였다. 

이후로 케냐, 중국 2차례, 또 한번의 캄보디아, 필라델피아, 한국

으로 선교를 다녀왔단다. 중기선교에 대하여는 작년 12월에 어머

니가 처음 이야기를 하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이야기를 하였

지만 여름동안 다른 계획이 있었기때문에 즉시 거부했었단다. 당

시에는 자신은 결코 캄보디아로 다시 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

했단다. 이후 학교로 돌아와서 2달동안 기도를 하였고 , 친한 친구 

2명과 멘토가 되어주는 학교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들로부터 캄보디아로 가야한다는 말을 들었고 다시 2달을 기도

하였단다. 2달의 기도가 끝날무렵 친구들과 대학목사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의 완전한 계획을 알게되었다고 말한다.

캄보디아에서의 시간

두 달동안 캄보디아  공립학교인 Knar Primary School 과 Duk-

shin Primary School에서 학생들에게 영어수업을 한다. 월 - 수

요일에는 45명씩 3개 반으로 나뉘어진 4학년을 가르치고 목요일

과 금요일은 2시간동안 1,2 학년 학생들을 가르친다. 학생들을 주

일에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단기 선교팀이 도착하기 전, 이일훈 목

사님의 권유로 2차례 주일예배때 설교를 하게 되었단다.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설교를 해야할지 많은 생각을 했단다.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인 예배라서 재미있는 설교를 해야한다고 생각하

며 기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35-51 절을 설교했단다. 

예수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관한 설교였

다. 이것이 자신의 첫 설교였고 예배가 끝난 후에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 하였음을 알게 되었단다. 학교 교육을 마치고 짧은 

낮잠을 즐기며 모든 사역이 끝난 후에는 Taing 전도사님과 자전

거를 타고 시내에 나가 식사를 하며 자유시간을 즐긴다. 학교 신학 

서적을 읽고, 수업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wifi가 가

능할 때마다 쇼설 미디어에 접속해서 비디오나 쑈를 보며 휴식을 

갖는단다.

도전과 깨달음

한달이 넘은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캄

보디아인들의 열정적인 신앙과 예배모습이다. 그들은 한시간 이

상 찬양과 경배를 하며 말씀을 사모한다고 한다. 중기선교사로 캄

보디아로 올 때 큰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왔지만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한다. 자신의 계획이 얼마

나 작고 유한한 것인지 깨닫게 하셨고 계획과 기대가 자신의 영광

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셨단다.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느끼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르고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다. 때로는 하나님은 작은 

방법으로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심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캄보디아 땅에서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과 학생들이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임을 확신한단다. 또한 하나님께

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일에 축복하시고 상주실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한다. 비록 청년이 머무는 방에는 바퀴벌레와 여러 

벌레들이 가득하고 끔찍한 날씨와 언어장벽이 힘들게 하지만 그

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로인해 하나님의 계획 앞에 겸손해 질 수 있다는 청년의 말에서 

하나님의 다듬어 가심과 영적으로 성숙하여 가는 아름다운 모습

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미래를 꿈꾸는 청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아직 모르지만 , 대학교 복음성가

팀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선교를 다녀온 후로 한국에서 청소년 사

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교회에서 청년

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교회는 단 두곳 뿐이라는 말을 듣고,  한국

교회가 청소년 사역에 게으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

을 때 자신이 퀸즈장로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

해 바른 신앙을 배웠고 고등학생때 멘토링을 해주며 항상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의 미래와 리더쉽을 위해 기도해주었던 목사님을  

생각하였단다. 한국 청년들을 위한 교회사역을 통해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비젼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교포 3세인 20살의 앳된 청년의 소명과 비젼이 하나님의 계

획하심 아래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큰 희망을 안겨

준다. 아름다운 청년의 비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

실 놀라운 일을 기대해 본다.

캄보디아 중기 선교사 ‘Joseph Namjoon 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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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병원에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께 듣게되니 더욱 안타까

운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부족한 도움이지만 우

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안경이나 약보다 훨씬 귀한 선

물인 복음을 얻는 통로가 열리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

이 그들의 손과 머리를 조아리며 연거푸 감사의 표시를 한 후 신

이 난 표정으로 떠나갔고.. 그 중의 몇은 상태가 좋아진 뒤 감사하

다는 표현을 하기위해 다시 찾아오기도 했다.

일정 중에 아이들의 머리를 감겨주는 사역을 하러간 곳에서는 그

곳의 많은 아이들이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 때때로 필요를 해결

받아왔지만 정작 복음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는것을 알게되

었다. 값없이 받는 천국의 선물을 설명해주자 자신들도 너무나 받

고싶으나 받을수있는 방법을 모른다며 고개를 젓는 아이들. 예수

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모두 

함께 눈을 감고 기도를 하였다. God is good을 외치면서 "아쿤! 

아쿤!" 감사를 표하는 아이들을 보며, 나에게 되돌아왔던 환자들

이 떠올랐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일지 생각하게 되었

다. 그 크신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하나님께 "도대체 왜인가요?" 하

고 물으며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

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열방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것임을 매일 느낀 2주가 아쉽

게 끝이났다. 하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순간도 누군가의 손

길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 손길이 되어주는 방법은 화려한 

지혜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가 가진 복음과 성령뿐이라는것

을 알게하셨기에 앞으로의 선교가 더욱 기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로운 선교여정을 위해 기도로 앞에서 이끄시

고 뒤에서 후원하신 온 교회에게 감사를 드리며 멋진 하나님께 

Soli Deo Gloria!!

영아, 유아, 유치, 유년부 고사리 손으로 
년간 모은 선교헌금 봉헌1

영아, 유아, 유치, 유년부 고사리 손으로 
1년간 모은 선교헌금 봉헌

복음제시

조성순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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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 가는 깻잎 선교 가는 깻잎

 “와우! 정말 너무 귀한 손길이세요. 음식이 잘 맞지 않는 

선교지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를 전하며 돌아 

나오는 길에 찡하게 전해오는 무엇이--  “이렇게 섬기는 손

길이 있어 우리 퀸장은 사랑으로 하나이며 한 형제 자매로 

든든히 서고 있구나. 또한 담대히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

하는 힘을 얻는구나”

단기 선교팀의 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깻잎 사랑, 

깻잎 파워 홧팅!!! 

어디서 향긋한 깻잎 내음이 솔솔 날리는 오후…… 향기를 

찾아 걸음이 절로 움직인다. 그 곳은 지하 친교실. 서규일 

권사님과 몇 분께서 분주히 깻잎 꼭지를 다듬고 계신다. 합

석하여 깻잎을 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왜 이렇게 많은 깻잎을 담그세요?” 

“이것이 단기선교를 떠나는 선교 팀에게 보내지는 거야”

손놀림을 쉬지 않고 함께 깻잎을 다듬으며 답해 주신다.

“서규일권사가 직접 밭에서 가꾼 깻잎으로 3년전부터 단

기선교 가는 팀에게 선교지에서 식사 때 드시라고 보내고 

있어” 

캄보디아 선교사 이일훈 목사 가정 인터뷰 캄보디아 선교사 이일훈 목사 가정 인터뷰

1. 가족소개와 근황

저희 가정은 아빠 이일훈 선교사, 엄마 박수영 선교사 그리고 아

기 이이안으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이 되기 위해 이일훈 선교사는 한국에서 부목사로 십 수년간 사역

한 후 퀸즈장로교회의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박수영선

교사는 2013년 6월에 초대 퀸즈장로교회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가 2015년 3월 결혼 후 재파송되었고, 이이안은 2016년 

5월에 태어나 현재 선교지에서 아빠 엄마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

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파송받은지 7개월여 지나고 

있으며 캄보디아 언어를 훈련하며 현지생활에 적응하고 사역의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지금 캄보디아 사역을 시작한 것은 얼마나 되셨나요?

박수영 선교사는 2013년 6월에 처음 파송되어 벧엘교회를 건축하

고 2015년 1월에 퀸즈장로교회로 복귀하였습니다. 그 후 2015년 

3월에 이일훈목사와 결혼 후 부목사와 사모로 사역했습니다. 한 

가정이 되어 2017년 1월 1일 캄보디아 씨엠립 선교사 가정으로 교

회의 파송을 받아서 현재 7개월 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3. 어떤 인연으로 혹은 어떤 사연으로 결혼 후 다시 이곳으로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이일

훈 목사와 박수영 선교사가 만나게 된 계기는 김성국 담임목사님

의 한국방문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 사모님의 모친상으로 함께 

한국을 오시게 되었는데, 그 장례를 집례하던 부목사가 이일훈 목

사였습니다. 불쌍히 혼자 독처하던 이일훈 목사를 보시고 “선교를 

갈 수 있습니까?” 물으시고 “네 갈 수 있습니다”고 대답하자,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혼 후 진행해오던 교

회사역으로 당장 선교지에 나갈 수 없어서 ‘먹튀’가 되어버렸습니

다. 맡았던 교회사역을 마친 후 장래 사역을 두고 부부가 함께 기

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선교사로서의 파송이 순

적히 진행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으로 순종하기로 하고 

빚진 마음으로 다시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

다. 그 후 일사천리로 파송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 분명한 하나

님의 섭리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4. 베델교회의 특징, 자랑

베델교회는 현재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교육NGO로 허가받은 단

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사역과 교육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9시에 어린이부 예배와 10시의 청소년부 제자

훈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여명의 어린이들이 주일예

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감사하게도 거의 매주 새 친구의 방문이 이

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제자훈련은 영어성경공부와 리더십 훈

련으로 진행되며 청소년부 학생들이 현재 교사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캄보

디아의 오피니언 리더로 세우는 비젼을 품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로서 베델교회는 매일 방과후 영어수업을 진행해 오

고 있으며 향후 유치원사역 등 학교사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베

델교회는 시엠립 지역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넓은 부지와 독

립 건물을 보유하고 수년간 지속적인 사역을 이어옴으로 인해 

50명대의 높은 주일 출석률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5. 다시 이곳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 달라진 베델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수영선교사가 베델교회 건물을 건축한 시기를 1기 사역으로 한

다면, 새로 부임한 2017년은 2기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임

정 장로님의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영

적성장과 숫자적 부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위해 

성경스토리를 교육하고 있으며, 지난 부활절에는 청소년 가운데 

학습을 3명에게 베풀었으며, 올 추수감사절기에는 그들에게 첫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성경을 읽으며 

제자훈련을 하고 그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도록 양육하고 있

습니다. 더불어 인근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교회와 연합하

여 청소년 연합찬양집회에 동참하여 청소년 기독교문화를 형성하

는 사업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단기선교팀의 로컬초등학

교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베델교회가 지역교회(로컬쳐치)로서

의 역할의 역사적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6. 베델교회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베델교회는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

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

부 예배를 각각 드릴 수 있도록 전도와 양육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번 2017년 단기선교에서 검증된 검안사역과 지역 공무원과 연

계된 구제사역 등을 통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접촉점을 찾고 전도

해 나갈 것입니다. 청소년부 제자훈련과 찬양집회사역을 통해 청

소년부를 부흥시켜 청년부의 모판으로 삼고 장래의 교회일꾼들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베델교회는 교육 NGO로서 퀸즈장로교회와 당회의 

지도하에 유치원 등 학원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기독교 인재양성

에 일조해 나갈 것입니다.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퀸즈장로교회의 지교회인 캄보디아 베델교회를 섬기는 이일훈 선교사 가정을 소개 합니다

문인숙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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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를 떠나 밤새 비행기를 타고 아침 7시가 되어서야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 글로리아 싱

어즈를 맞아 주시려고 세분의 집사님들께서 공항에 마중 나오셨

습니다. 교회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달려 성남에 있는 ‘푸주옥’이

라는 설렁탕 전문점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맛의 특설렁탕 한 그릇

씩을 먹고 할렐루야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10시반쯤에 교회

에 도착해서 교회 5, 6층에 있는 숙소에 방을 배정 받고 12시에 무

대 리허설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꿀잠으로 휴식을 가졌습니다. 

오후 4시반에 리허설을 하려고 찬양대 연습실에 갔는데, 반밖에 

모이질 못했습니다. 이유는 전화기의 비행기 모드를 껐다 켜지를 

않아서 한국 시간으로 바뀌지 않은 캄보디아 시간으로 아직도 

2시반이었던 것과, 잠에서 깨지 못한 사람들과, 분당이 아닌 다른 

동네 할렐루야 교회를 간 사람등 여러 가지 이유로 5시가 넘어서

야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글로리아 싱어즈 단원

이고 가족이 할렐루야 교회 성도인 최지현 자매의 어머님과 두 자

매가 우리 글로리아 싱어즈에게 풍성하고 맛있는 저녁식사를 대

접해 주셨습니다. 

23일 아침 8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9시 50분에 있을 2부 예배에 

모였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글로리아 출신이며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세 명의 솔리스트까지 다 모여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

에 있는 헌금송 시간에 2부와 3부 예배에서 글로리아 싱어즈가 

‘영광의 찬양’ 이라는 곡으로 특송을 했습니다. 이번 글로리아 싱

어즈의 찬양은 지난 정기연주 때부터 준비하여, 캄보디아 단기 선

교를 준비하며 쌓아 온 영성으로 온 성도들을 수준 높은 찬양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어진 담임목사

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사 (마가 7:7-9) 라는 

제목의 은혜 넘치는 설교에 우리 글로리아 싱어즈는 물론 할렐루

야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많은 은혜와 감동

을 안겨주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보니 우리 교회 출신의 많은 성

도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반갑게 만나고 단체 사진도 찍고, 할

렐루야 교회에서 마련해준 점심을 같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

졌습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과 간단한 해단식을 하고 캄보디아

에서부터의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피곤한 몸이긴 했지만, 하나

님께서 함께 하신 이번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

고, 글로리아 싱어즈가 찬양뿐 아니라 단기 선교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알게 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각 단원들은 각자의 스케줄대로 서울에서의 귀한 시간들을 지내

다가 뉴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

소유영 전도사
‘ 영광의 찬양 ’

글로리아 싱어즈 분당 할렐루야 교회 찬양

뉴욕에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가방을 챙기고 바삐 움

직였다. 다같이 교회 로비에 모여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으며 공

항으로 출발했다.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바

로 1시간 안에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캄보디아로 5시간을 날아

가서 프놈펜 공항에 밤 11시에 도착했다. 프놈펜에서 하룻밤을 자

고 그 다음날 아침식사를 한 후 씨엠립까지 5시간 반을 버스를 타

고 다시 달려가서 드디어 씨엠립 우리 지 교회인 벧엘 교회에 도

착하게 되었다. 이일훈 목사님과 박수영 선교사님의 환영을 받으

며 반가운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김명희 단장님의 지시에 따라 하루하루를 지나며 세미나 

사역, 교육대학 사역, 초등학교 사역과 마을 사역을 하게 되었다. 

사역 중에 마음에 남았던 “머리 감기는 사역"은 사전에 훈련 받은

대로, 노방 전도팀의 사역은 하나님 복음전파와 그 머리 감겨주는 

사역이었다. 쫌리 웁 쑤~어 ! (안녕) 하고 반갑게 인사 할때 그 수

줍게 웃는 모습에서 먼저 감동이 전해졌다. 복음제시를 듣고 온 아

이들이, 머리감기는 팀들에게 오면 샴푸를 해주며 깔깔 웃으며 순

수한 사랑이 오고 감을 느꼈다. 허리는 아프고 땀은 비 오듯 하지

만  마음속에 뿌듯함과 이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

랑이 조금이라도 자리잡기를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에 눈물이 땀

과 함께 흘렀다. 아이들은 선물을 먼저 받으려고 다투는 일도 없었

다. 그나마 이 "village center"에서는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에게

서 컴퓨터와 영어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행운이라는 현지 석 선교

사님의 설명이었다.  지금도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버스에 오를 때

까지 따라오며 손을 흔들어 주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그리고 

그립다. 그 아이들의 눈빛이 바로  날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처

럼 느꼈다.  이번 사역 중 현지 목회자 세미나 사역의 피날레였던 

그룹 별 찬양제가 정말 은혜로웠는데,  13팀으로 나누어 각 그룹

에 우리 글로리아 멤버가 리더로  짧은 시간의 연습시간에도 불구

하고  곡 선택의 중복도 없이 율동과 함께한 축제였다. 민족과 언

어는 달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떤 유명한 오페라나 브로드

웨이 쇼 보다 멋진 작품으로 은혜를 나누었던 시간은 감동과 감사

의 귀한 시간이었다. 단장님과 총무님의 준비된 이끄심으로 일사

불란하게 움직인 모든 대원들을 모든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함께하

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유경선 집사글로리아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특집  한국 단기선교 - 글로리아 싱어즈

글로리아 싱어즈의 이번 캄보디아 단기선교에서 주 역할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자 세미나에서 찬양과 각 순서의 스탭과 행정과 봉

사의 자리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션 하나는, 각 도시에 하나 밖에 없는 교육대학 

두 반에서 한시간 반씩 이틀동안 음악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1975년 크메르 루즈가 저지른 학살로 140만명의 희생자가 발생

했고, 2만개 이상의 킬링필드가 발견이 되었고, 그 때 많은 지식인

들과 함께 예술가들이 처형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음악과 미술과

목이 현재까지 학교 수업에서 빠져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 윤원상

전도사, 윤현주권사, 소유영전도사, 소철화권사, 최정환전도사, 최

진식전도사, 전성호장로, 송창호집사가 두 반으로 나뉘어 가르치

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 사정은 한 반에서 하루 한 시간 

반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기말고사 시험 때문에 하

루만 허가를 한 것이었습니다. 또 윤원상 전도사와 윤현주권사는 

목회자 세미나에서 해야 할 일 때문에 교육대학에 가질 못했습니

다. 공립학교에서 전도할 수 없는 법 때문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

시할 수 없었고, 10개의 곡을 준비해 갔지만 초 중 고 대학에서 한

번도 음악수업을 받아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을 직접 대했을 때 앞

이 깜깜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기 전, 준비해 간 장학금을 이 교

육대학 학장을 만나 전달 했습니다. 드디어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냐고 제가 물었더니 약 30명 중에 

딱 한명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읽을 줄 아는 정도였습니다. 윤원상 

전도사가 준비해 준 곡 10개를 가지고 그 중에 쉬운 곡 두곡을 나

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보고 있던 교수같은 분이 ”악보

를 볼 줄 모르는 학생들에게 악보를 나눠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컴프레인이 들렸습니다. 저는 “오케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나

눠드리는 곡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곡이고 쉬운 곡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노래를 같이 간 단원들과 노

래를 불렀습니다. 소권사의 반주에 맞춰 아름다운 남성들의 목소

리로 “Are you sleeping Mr. John?”을 불렀습니다. 의외로 쉬운 

곡을 대학생들이 듣고 미소가 흘렀습니다. 두 번의 선창에 학생들

이 따라했고, 돌림노래로 이어져 재미를 더했습니다. 비슷한 “도

도도자로 끝나는 말은?” 이라는 노래를 영어로 된 가사를 학생들

에게 선창으로 들려 주었습니다. 또 금방 재밌게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설명하려 했지만 통역하는 사람이 음악을 몰라서 

안되겠다 싶어 Amazing Grace 악보를 나눠주었습니다. 이 곡은 

아주 유명한 곡이라고 설명한 후 학생들을 Sop. Alt. Ten. Bass로 

나눠 앉혔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마다 우리 대원들을 한 명씩 배치

하고 학생들을 돕게 하여 파트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으로 씨엔립 교육대학에서 Amazing Grace 가 4성부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교육대학생들과 현지인들은 아름다운 음악과 가사에 

이미 마음들이 감동되어 있었고, 이 교육대학 학생들과의 수업을 

연결해 준 석선교사와 저희 대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되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

았기에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남성들의 멋진 목소리로 선창을 두번 들려 준 후 학생들에게 따라 

부르게 했더니 어디서 들어 본 적이 있던 곡이라며 열창에 열창을 

하였습니다. 감동의 시간이 다 끝나갈 무렵,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말로써 

표현이 안되거나 힘들 때, 노래하면 감정 전달이 되고 쉽게 이야

기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창은 서로의 희생과 적극적 

참여가 만들어주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꼭 음악공

부 하길 바라고 음악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배출되었으면 한다

고 말해 주고 준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은 석선교사가 10년 전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고 주일엔 예

배까지 드리는 초등학교에 음악수업을 갔습니다. 약 40명이 앉아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영어를 읽

을 줄 아냐고 물었더니 Yes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곡

들을 나누어 주고 돌림 노래도 하고, 앞에 나와 노래하고픈 사람

을 불러 내어 중창도 시켰습니다. 세번째 노래로 Amazing Grace 

악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악보를 익힌 후, 이 학생들은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라는 말이 기억나서, 이 노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르는 노래라고 설명을 한 후, 이 노래를 부를 땐 하

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팔을 높이 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설명하고, 모든 학생들을 손을 들고 노래하게 하

였습니다. 또 다른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캄보디아 민

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캄보디아 학생들을 통

해 올바른 교육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 하신

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95%가 불교이고, 0.2%밖에 안되는 성

도들을 통해 이 캄보디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회개하

고 돌아 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르쳐 

준 노래를 따라하며 좋아하던 초등학생들과 교육대학 학생들의 

맑은 눈망울이 눈에 선합니다. Amazing Grace의 주인 되신 하나

님께서 캄보디아에 또 한번 기적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

절히 소원합니다. 

Amazing Grace
글로리아싱어즈의 교육대학과 초등학교의 음악 수업

소유영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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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저희 온두라스의 단기 선교팀 13명

은 연령의 차이가 무려 56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사람

들이었기에 하나됨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역자님들, 여러 식구들의 기도 가운데 떠난 

선교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알

게 하셨습니다. 비록 약 석달 간의 훈련과 준비의 시간을 가지고 

주밀하게 챙겨 떠났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의 여정 속에서

의 계획은 또 한 차원 높게, 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

보다 넘어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날씨와 여러 생각지 않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실전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전의 사역

을 마치고 가가호호 방문하며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 길은 초대

교회 사도 바울의 여정을 조금이나마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고, 

한집 한집을 찾아가는 길은 45도 이상의 경사를 나무 가지를 잡고 

나뭇잎을 헤치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

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

이 가진 세상의 환경은 열악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도 가

득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에 젖어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고, 하

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맡기며 감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한 소중한 

시간임을 찬양합니다. 

이명옥 전도사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이 
여시는 길

예영, 강민, 하민, 예닮이 모두 주 안에서 수고들 많았어요. 

어리고, 미숙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너희들이 이번 온두라스 

선교의 주역이요 미래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선교를 너희는 아무 불평 없

이 기쁜 마음으로 하였고 마칠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인 것을 알아야 한다. 

비록 지금은 부모를 따라서 왔지만 후에는 너희 스스로가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오늘의 모든 경험이 내일의 선교의 밑거

름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I love you!  예,강,하,예!!  할렐루야!

임정 장로예.강.하.예

온두라스 단기 선교, 작년에 이어 딸과 함께 두 번째이다. 올해는 

엄마와 딸이 같이 온 가정이 세 가정, 팀의 절반을 차지했다. 엄마

와 딸이 한 팀이 되어 전도 폭발 훈련을 스페니쉬로 했다. 훈련하

면서 언어 때문에 걱정과 부담감이 컸다. 오전에 학교에서 아이들 

사역을 한 후에 오후에는 팀으로 나눠 두 세 가정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다. 하지만 걱정과 부담감을 가지고 서툰 언어로 말씀을 

전하고 단어와 손짓, 몸짓으로 얘기 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들으며 

귀 기울이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예비해 주심

을 느낄 수 있었다. 내년에도 딸아이와 함께 올지 모르겠지만, 사

소한 의견차이로 실랑이를 벌이고 화를 낼 때 조용이 내게 다가와 

“엄마 우리 싸우지 말아요 여기 선교지 잖아요. 미안해요” 라고 하

는 속 깊은 딸을 보며 반성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하

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 언어가 참 중요하다. 

작심삼일이 될지 모르지만 언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

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의 마음과 귀가 열림을 알게 하셨다.

정주영 집사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My name is Melanie Cho and this is my first mission trip 

to Honduras. I decided to join the mission trip because I 

learned about the 10/40 window (10 and 40 degrees north 

latitude) where not many missionaries go there and a lot 

of people who live there never heard of the gospel. As I 

was praying for those people, I had a heart to serve God 

on the mission field.

One thing I learned through this mission trip is we can’t 

do anything on our own and when we pray, God works 

within us. Especially when we were doing the puppet show 

called, “The Lost Son,” we had to pray a lot and make sure 

God’s message could be delivered to the Honduras 

children. For the puppet show, Anna and I got roles to 

dance with the puppets and I thought we were able to 

Melanie Cho(조하민)

When We Pray, 
God Works!

단기선교를 가기로 마음먹은 저는 3년 동안 교통사고로 4번에 수

술과 오랜 치유기간으로 온몸과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갈급함으로 결정했

습니다. 휴가를 단기선교에 다 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토요일엔 

헌 옷과 신발을 팔고, 주일에 떡볶이와 커피, 단팥빵과 소보로빵 

등을 판매했습니다. 선교미팅을 통해 스페니쉬 찬양 배우기와 전

도폭발 등을 준비하고, 틈틈이 책을 읽고 독후감쓰기, 매일 큐티와 

한끼 금식등 여러 미션준비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온두라스...... 마른 가축들과 주인 없는 개들, 마른 

사람들과 영양이 충분하지 않아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한 아이들을 

산꼭대기 구름 윗동네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은 학교 협소한 

교실에는 프리킨더가든 아이들부터 중학교 진학 전의 아이들까지 

한 반이 되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상의에 남색 하의의 교복

과 신발은 다 해어졌지만, 너무나도 예쁘고 환한 웃음을 가진 사

랑스런 아이들. 딸 애나와 비슷하거나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더 

어린 동생들을 업고 혹은 안고 돌보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경 온 아주머니랑도 금방 친해지고 말이 아닌 바디

랭귀지로 말하며 서로 웃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풍선을 같이 준비

하고, 서투른 스페니쉬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죄인, 예수의 피

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설명하며 준비한 전도 부채를 선물하니 고

맙다고 다시 한번 순수한 웃음을 짓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준비한 인형극도 하고, 여름성경학교도 하고, 준비

해 간 점심도 나누어 먹고, 같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애나를 

보며 가슴 뿌듯했습니다. 전도를 위해 방문한 대부분의 가정집은 

아궁이에 나무로 불을 지펴서 밥 짓고, 전기도 없었습니다. 이동철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복음제시도 하고 방문 가정의 사정을 들

으며 기도했습니다. 누구 하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거나 복

음제시를 거부하는 사람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며 주

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지금의 작은 복음의 씨가 삼십배, 

육십배, 백배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지금도 열악한 선교현장에서 

많은 것 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사모

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심경선 집사

온두라스에서 
만난 천사들

On July 15th my mission team and I left America to go to 

Honduras to do VBS and tell other people about Jesus. I 

made a lot of good friends and had a lot of fun. We were 

able to tell other people about Jesus by performing a 

puppet skit, singing praise songs, and through prayer. We 

also played games! It was a lot of fun. One of the other 

things that we did were going to people's houses to read 

the EE cube. There, Pastor Lee preached the gospel in 

Spanish. Snacks were handed out for everyone to enjoy. 

Later, one of the children’s mother came asking for us to 

come over to their house because of a sick grandma. I 

believe 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and with this 

belief, we prayed for the sick grandma. After we prayed I 

finally got to see the grandma. I was shocked when I saw 

her. It looked like she had no muscles in her legs. We were 

told that she couldn't walk, sit or even move. I felt really 

bad for the sick grandma and her family, because I 

couldn't even imagine how sad her family would feel. We 

went to the porch of their house to read them the EE cube. 

The mother-in-law looked really sad, and I didn't know 

what to do but to give her a warm smile. She returned a 

smile, but I could sense that there was sadness behind it. I 

smiled back again, and with my smile I wanted to tell her 

that everything was going to be ok. It was very 

heartbreaking to see a family so in need of help and hope. 

But I know, God has a plan for us. 

Overall, I was very impressed to see how the people of 

Honduras were very thankful for what they had, even 

when they knew they didn’t have the best circumstances. 

These people had a lot of faith in God. Looking how they 

live like was very eye-opening, because it is so different 

than what I see here in America. I am very thankful to see 

how much more comfortably I  live compared to these 

people. I know that God sent me to Honduras for a reason, 

and I think that one of the reasons was to see how blessed 

I am and how privileged I am to be able to say God is my 

God. Even though you think he's not watching, he is 

watching.  God has a plan. He has a plan for all of us. 

Anna Shim(심예닮)

Smile to smile 
in God’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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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니카라과는 중남미에 위치 하였으며 북쪽으로 Honduras, 남쪽으

론 Costa Rica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인구는 약 600만이며 

75%가 로마 카톨릭 신자이며 약 17%의 개신교 신자가 함께 살아

가고 있다. 기후는 연평균 화씨 82도로 덥고, 헤이티가  큰 지진으

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세계 최대 빈국 이었으나 헤이티의 자

연 재해 이후 겨우 꼴지를 면하고 있다. 항공권을 예약할 때 Red 

Eye란 용어를 접할 수 있다. 자정을 전후로 시작하여 여행하게 되

는 스케줄을 일컫는 용어이다. 7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경 15명

의 니카라과 단기 선교 7박 10일 은 Red Eye로 시작 되었다.  

Managua 공항에서 차로 1시간 반정도 남쪽에 위치한 Diriamba 

에서 인근 지역에 있는 5개의 교회 (Sam Marcos 생명수 장로교

회, Aquacate 오순절 교회, Los Encuentros 침례교회, San 

Gregorio 침례교회, El Rosario 오순절 교회)를 VBS (여름 성경

학교), 의료, 안경, 네일로 섬기는 사역이 주된 내용이다.  단기 선

교가 시작된 7월 중순은 니카라과의 겨울에 해당하는 계절로 우

기이며  이모작을 하는 농사철이다. 반대로 여름은 건기로서 흙먼

지가 자욱한 환경으로 겨울보다 약 섭씨 2도 정도 가량 높은 기온

을 유지 한다. 

Diriamba의 이상훈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은 인근에서도 가장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었다. 물과 전기는 기본적으로 없기에 겨울 

우기에 사역하는 팀원들에게 땀과 비로 젖은 옷의 눅눅함의 불편

함은 극치에 다다르고 있었다.  10미터 깊이로 파서 만든 화장실

들은 불편함과 불결함을 떠나서 물을 내릴 필요 없는 간편함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하기로 하였다. 빗물을 받아 기본적인 용

수로 사용하며 비가 오는 날은 샤워하는 날이고 어른이나 아이들

의 손톱 밑의 까만 때는 여기선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하루에 

한차례씩 오는 물차의 혜택도 그나마 수입이 있는 집의 관심사 일 

뿐이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운 후 우물을 파기 위하여 견적

을 뽑아보니 경비가 $10만 달러에 육박하여 엄두를 못내는 이 선

교사의 기도는 한동안 계속 될 것이다.  한국의 60, 70 년대 농촌

의 모습 그리고 대도시 판자촌을 상상하면 어느 정도 이곳의 분위

기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기에 활동하는 사역 기간동

안 어딜가나 진흙 바닥과 온통 사방에 널려있는 오물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였다.  대원중 하나는 진흙에 미끄러져 더러

워진 옷을 입고 하루종일 사역을 하기도 하였다.  새까맣게 달려드

는 파리는 어디를 가나 기본이고 심지어 숙소에서도 첫날 부터 떠

나는 순간까지의 동거는 계속되었다.   파리, 땀, 진흙 이 세가지는 

팀원들 모두 인정하는 환경이고 길거리에 가득한 온갖 가축과 개

들의 배설물들은 보너스였다.  첫날 가가호호 방문을 하며 복음을 

전하다 한 가정을 방문하였다. 낡은 양철판으로 얼기설기 맊아 놓

은 3~4평 규모의 집에 11명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쉽게 잊

혀지지 않을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열악한 환경중에 하나일 뿐 이지만 보는 마음은 너무 편

치 않았다.  사역 기간 내내 사역지에서 공궤해 주신 점심과 저녁

조성순 집사

환경,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은 현지 분들의 식단대로 밥, 붉은 콩, 닭고기, 바나나 튀김이 모든 

팀원들에게 변함 없이 매 끼니 제공되었건만 어느 누구하나 입을 

열어 불평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사람

단기 선교사들로 EM (영어권) 11명, 한어권 4명 - 남자 10명, 여

자 5명, 10대에서 50대의 연령층으로 구성된 15명의 팀원들의 이

동하는 차안과 잠간씩 생기는 휴식 시간 그리고 숙소에서 보여주

는 모습엔 나이를 초월한 화합의 모습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고 이

해해 주는 성숙함이 배어 있었다.  의료, 네일 사역은 사역지에 도

착하는 즉시 시작이 되어 일과를 마무리하는 오후 6시까지 지속

되었다.  VBS는 어린이들이 방과후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려 1시 

이후 부터 진행하였다.  VBS진행전에 두팀으로 나뉘어진 노방전

도 팀은 교회 인근을 방문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

님의 아들’임을 전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길 축복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들과 주민

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사역을 계속 하였다. 사역 기간 동안 만남으

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져 섬긴 인원은 모두 1,200명에 달한다.  

의료 진료, 손톱 아트, VBS 그리고 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하루간 

진행된 안경 사역을 포함한 숫자이다. 6일간 두팀으로 나누어 방

문하고 만남 이웃들을 계산 하면 1,600 명이 넘고 이 또한 6일 동

안 드려진 저녁 예배에 참여한 숫자는 포함되지 않은 통계이다.  

하루 일과를 마친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알아 듣지 못하는 찬양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는 현지 교우들의 30분 내외의 열정적

인 찬양과 경배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  퀸장을 이끌어갈 

차세대들이 주역이 되어 오랬동안 준비하고 연습해온 찬양과 율

동과 Skit (단막극) 그리고 미니 올림픽, 게임, 여러가지 공작 시간

들 하나 하나 준비한 것들이 진행될 때 마다 아이들의 눈빛은 점

점더 반짝 거린다. 퀸장의 미래는 우리 차세대 들이 이어가듯이 선

교지의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난 모든 이웃들과 특별히 VBS로 즐

거워 하는 아이들인 것이다.  서두에 소개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이 저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 오는 진탕도, 흐르는 땀도, 

집에 먹을 것이 없고 씻을 물이 없어도  지금 진흙 투성이 교회 맨 

바닥에 앉아 있어도 저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이다. 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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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처음으로 Honduras mission에 참석해서 조금이라도 주

님의 사랑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 곳곳에 큰 구멍투성이인 길로 

3시간 반을 덜거덕거리는 차를 타고 가서 구름이 아래로 보이는 

높은 곳에 위치한 아직 채 완성이 되지 않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린이들이었고 어

른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 현지인 목사님의 짧은 설교 후에 이동철 

선교사님이 유창한 스페인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실감나게 하실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초롱 초롱한 

눈빛을 보고 그들이 경청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현지인들이 

열심을 다하여 찬송 부르는 모습과 우리가 준비해간 조그만 선물

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왔다.

그곳은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라 현지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더 

이상 교육 받기가 힘들어 그들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정철호 집사

마음은 넓게, 생각은 깊게, 
준비는 철저하게,
복음은 확실하게, 주 안에서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케 하신 멧세지는 

‘마음’ 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현지 이동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소외된 많은 어린 영혼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사는 구름보다 더 높은 산동네(Las Crusita)에 

우리 팀은 파송된 주님의 군대 같았습니다. 열방을 사랑하시는 아

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빛이 없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에게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했

습니다. 찬양의 소리에 간절함을 담아,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 시간에도, 십자가를 함께 만들며 "Jesus te ama" - "예수님은 

널 사랑하신다."라고 기도하며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검안 사역을 통해 그들의 육적인 눈과 더불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마리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름을 알도

록, 오신 분들에게 빠짐없이 전폭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나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산속의 날씨를 감안하

여 이동철 선교사님의 지시 하에 상황에 맞춰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그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전도폭발을 통해 부족한 현지 

언어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 주셔서 말씀을 듣

게 해 주셨고 구원의 메세지가 잘 전달 되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함께 잡은 손으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은 향기가 되어 열납될 것

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흘린 눈물의 기도는 잊혀지질 않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에 동참케 해 주셔서 척박한 땅에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연극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장면처

럼 돌아온 아들을 안고 기뻐 노래하며 춤추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

다립니다.

채현주 권사아버지의 마음

stand up and dance with the puppets perfectly as we 

practiced many times. However, on the first day of doing 

the puppet show in front of the Honduras children, Anna 

and I were frozen on the chairs and were unable to do our 

dance moves at all. I was so shy, nervous and embarrassed 

in front of the kids and so was Anna. I knew I failed to do 

my parts and disappointed our team and the Honduras 

kids. I felt sorry that I didn’t do my best, so that night our 

team had to pray for our puppet show and ask for God’s 

help.  

Our team members were very supportive with me and 

Anna, and they encouraged us to do better. So Anna and I 

practiced harder and we were ready to do our dance 

moves for next time. Two days later, we went to a different 

school on a mountain and it was our puppet show time 

again. I had a feeling that I could do better this time. Anna 

and I smiled at each other and when it was our turn, we 

stood up and danced cheerfully. As we were dancing, I saw 

the Honduras kids were clapping and smiling at us. I was 

glad that Anna and I were able to do our parts more 

diligently this time. I was very thankful that God helped 

our team members work together to do the puppet show 

and many other things.  I was so thankful that God gave 

me and Anna strength and boldness to do our dancing 

parts and to show others God’s love and power through us. 

I want to praise the Lord for His amazing work and love for 

me!

선교사님이 현재의 학교내에 현지 교역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

숙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선교관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다. 그곳에

서 함께 찬양하며 더 있고 싶었으나 다시 3시간 반이 걸려 돌아가

야 하므로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오면서 이선교사님이 왜 

그런 계획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다.

그 다음 날부터 다른 두 곳에서 VBS와 안경사역을 하면서 10세부

터 65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우리 팀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을 보며 '마음은 넓게, 

생각은 깊게, 준비는 철저하게, 복음은 확실하게, 주 안에서'의 구

호를 실천으로 옮긴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점의 점수를 주실지 궁금하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교회 

모든 분들 그리고 리더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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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인 수련회

할렐루야! 2017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라는 주제의 말씀의 잔치로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

을 통하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7월 2일 주일 낮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서라’는 강력한 메세지를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

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하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예배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셨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의 ‘제사’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깊은 예배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인가?’ 질문하시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정

결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의 나단을 보내실 때 그 메세지를 멸시하지 말고 바로 회개하야 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정결케 된 자는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성결의 제사’ 때 Integrity라는 단

어를 가슴에 새기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동기가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제사’를 통해 진정한 예배는 서로 사랑하는데서 완성됨을 상기시키시며, 사랑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고, 관심을 밖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제사’를 통해 살아있는 예배자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

를 베풀고 겸손하게 동행하는 자임을(Act Justly, Love mercy, Walk humbly with our God) 미가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7월 4일 폐회 예배 때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하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이 함께 드리는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

다. 중국어 회중, 러시아어권 회중,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니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어진 성찬에서 온 교회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를 맛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의 잔치를 기도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의 자랑

이신 김승욱 강사 목사님,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신 진행부와 함께 예배로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말씀

대로 더욱 순종하고 보혈로 정결하고 성결하여 힘써 사랑하고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더욱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
오인수 목사

“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 ”

단기선교 특집  - 니카라과

건물이 아니고 바로 저 아이들이 교회 이기에 오늘 만난 한 사람

이 너무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

갈길이 먼데 출발전 부터 스케줄이 밀리기 시작이다. 눈 앞에 이륙

을 준비하는 항공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 당연히 휴스턴에서 

갈아 타야할 연결편은 놓치게 되어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선 이

렇게 준비하셨다. 연결편 사이를 3시간이나 비워 놓으셨다.  긴 대

기 시간을 대신하여 잠시 휴스턴에서 쉰후 니카라과 Managua행 

비행기에 탑승 그리고 새벽 도착. 두번째 트러블! 잘 진행되듯 하

던 입국 절차가 12개의 사역용 가방중에 4개가 통관에 걸리며 제

동이 걸렸다. 오랜 여행으로 몸은 이미 지쳐 가는데 새벽 2시를 지

나는 동안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15명 모두 기도에 매달

리고  이제 순서가 되어 많은 약품과 사역 준비물들을 모두 쏟아

놓기 시작하였다. 퀸장의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강력했던

가 보다, 설명을 들은 세관원은 다음번에 사용할 수 있는 통관 서

류를 사용하도록 알려주며  무사히 통과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을 만나고 숙소에 도착하니 새벽 3시가 넘었

다. 도착전 찬물 밖에 없다고 알고 왔는데 풍족하지는 않지만 더운

물을 쓸 수 있어서 또 다 같이 할렐루야!  온통 파리가 득실거리는 

것에 비해  모기가 많지 않아 감사! 바닥에서 잘 준비로 왔는데 침

대에다 베게도 있어서 감사! 둘째날 사역을 위하여 노방 전도를 

하던중 소나기를 만났다. 어느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데 집주

인 할머니께서 우리를 안으로 초청하신다. 9살 남자아이가 팔과 

다리 그리고 허리까지 깊스를 하고 누워 있었다.  얼마전 음주 운

전자의  차에 두 여동생과 엄마를 잃고 그 소년은 그렇게 중상을 

입고 회복중 이었던 것이다. 팀원 모두는 소나기를 통하여 아이에

게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눈물

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하는 소년과 아이의 집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비가 갠후 의료선교에 열중인 신 집사와 다른 팀원들이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만남을 계획하고 계셨다. 벽을 세우고 벽 중간에 네모난 공간을 만

들면 그것이 창문이다. 그리고 양철판으로 지붕을 삼았다. 당연히 

그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습기가 충만하여 곰팡이 냄새는 기

본이고 예배당 바로 옆에는 소 우리가 있어  찬양을 하는 호흡마

다 헉~하고 들어오는 강한 암모니아 섞인 냄새도 저들의 찬양을 

막지는 못한다.  바닥은 젖은 진흙으로 민망한 교회 바닥이 되었고 

시도때도 없이 예배중에 들어 오는 개들은 얻어 먹지를 못하여 뼈

만 앙상하지만 어느 누구하나  쫓는 이는 없다.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구나 싶기만 하다. 아침 6시에 15명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하루가 매일 드려지는 저녁 예배를 마

치고 들어 오면 보통 9시가 훌쩍 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팀원들

을 붙잡아 인도하심으로 리더 신성재 집사와  이양미 전도사의 지

도에 철저히 따를 수 있도록 하셨음에 매순간 감사가 넘친다.  서

로 불편함을 감싸주고 격려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차

세대들을 위하여 어르신들이 흘리신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음

을 보았으니 이제 저들의 감당할 사역들을 위하여 늦추지 않고 말

씀과 기도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

하고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며 2017년 니카라과 단기 

선교는 은혜롭게 마무리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굴라 ‘번개찬양’ 아굴라 ‘번개찬양’

여느 주일과 같이 2부 예배를 마치고 지하 친교실에서 식

사에 열중(ㅎㅎ)하고 있었다.

그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빛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

려온다. 먹기를 중단하고 두리번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 와-우!!!”  멋진 남성 중창단이 거기에 있었다.

아굴라 남성 선교회 회장 최성호집사님의 아이디어로     

한달에 한번 깜짝 찬양을 드리기로 한 것으로서 이름하여 

“번개찬양”

지난 4월에 첫공연이 있었고 6월에 2번째 찬양 드림이 있

었고 이번이 3번째 공연이였다. 

찬양 한곡을 은혜와 사랑을 담아 선포하듯 부르고 다시   

각자 봉사의 자리로 부산히 가시는 모습을 보며 그저 밥  

먹는 것에 멈춰있던 식사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되

는 가족의 식탁으로 변하게하는 멋진 역사를 나누는 기쁨

을 전달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변화되었다. 

“빛의 사자들이여..” 깜짝 찬양으로 식사시간을 더 행복하

게 해주신.. 아굴라 선교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화이팅!!

7/16/2017 주일 11:50AM7/16/2017 주일 11: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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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할꼬!!

이는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를 알게 되면서부터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소리이다. 마음 편히 신청하고 가면 될 것을, 그러나 나는 

갈수 없다라고 단정해 놓고 그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마

음을 조아리고 있었다. 떠나는 당일로 부터 두 주일전 광고시간 

“꼭 가야만 합니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유독 마음에 크게 와 닿

아 갈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나 또한 하나님

을 신뢰하며 참 예배자이기를 소망하던 중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있는 예배자”라는 말씀의 주제를 대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이니 만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

각을 하니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그 말씀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말씀에 대해 기대하며 소망하며 듣기를 준비하였다.

수련회 기간동안 7회에 걸쳐 말씀을 선포하신 강사 김승욱 목사

님, 고향집에 오신것도 감사한데, 금식하시며 기도로 하나님의 말

씀을 전하실 때 듣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목사님의 메시지는 우

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고로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나

아갈수 있도록 모든 궁금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셨다.

(롬 12:1)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

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내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다섯가지로 

말씀하셨다.

첫째, 순종의 제사로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

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둘째, 정결의 제사로서, 나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이다. 범죄한 다윗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가 되게 

하신 것 같이, 실족한 우리도 정결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성결의 제사는, 진실한 마음, 진실된 과정, 올바른 동기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통해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드러내고 계산됨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끗한 동

기를 드려야 할 줄로 안다.

넷째, 사랑의 제사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되어도 사랑이 없으

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짐을 지며,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다섯째, 삶의 제사는, 우리가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을, 축

복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닮

아 약한자를 돌보며, 강한자 에게도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로 지

내야 함을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은 것으로 끝

이 아니라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 보내지도록 인

자함을 베풀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이 풀어질 때마다 아멘이 나오고, 뜨거운 기도와 찬양 가운데, 

모든 성도가 거룩한 목적을 마음에 품고 하나되어 나아가는 모습

을 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는다.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루어진 각 세대별 찬양제는 다민족

으로 구성 되어져, 귀여움에서부터 원로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망가짐을 보며 모두가 만족한 웃음을 자아내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

며 서로를 세워주는 퀸즈장로교회의 결속력을 재검토하는 뜻 깊

은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갚을 길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 예배자이기를 소망하던 중…

김미권 권사

2017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전교인 수련회전교인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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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인 수련회 - 김승욱 목사와 해후

옛날 중 고등부때 3년마다 SFC(Students For Christ)라는 큰 뉴

욕 협의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Danny(김승욱) 목사님이 찬

양 인도를 기타 치면서 리드 했어요. 다른 교회 언니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리는 자랑스러웠어요.. 저희 교회 오빠여서 ^^    

김승욱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종선 언니 (지금 사모님)와  

date 하는 과정도 기억나요~ 차가 없어서 다른 전도사님 차를 빌

려타곤 했어요. ^^ 김승욱 목사님께서 퀸즈장로교회가 많이 변했

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그 중 제가 권사가 되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고등부에 있

었거든요. ^^)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Danny 목사님

의 성품은 그대로입니다. Gentle하고 부드럽고 다정한 모습… 시

간을 내주셔서 잠깐 대화 가운데 느낀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편하다는 것.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도 커서 어른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게 참 좋네요. 즐거웠습니다 ^^ 

최미희 권사

김승욱 목사님과 오랜만에 한 자리에…

최미희 권사, 정사용 집사, 조소영 집사가 
수련회가 열리는 가운데 

김승욱 목사님과 해후의 시간을 가졌다.

Welcome Home 전도사님, 아니 목사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한결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들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쏟으시고 기도로 

지도해 주셔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12학년때엔 제게 학교 counselor 와도 같은 분이셔서 더욱 

더 잊을 수가 없어요. 대학 진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던 중 목

사님께서 동생처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

었어요.

김승욱 목사님은 저에겐 큰형님 같은 멘토이시고 roll model 이

십니다.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사용 집사 

김승욱 목사님은 20대셨던 예전이나 지금이나 25년이 지난 지금

이나 한결같으세요. 저희를 보면 “God is Good” 하고 외치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All the time” 하고 답했죠. 늘 “God is enough!”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수련회 중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셔서 시간을 되돌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진

하시고 순수하셨던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으

신 걸 한 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아는 로맨티스트

셨고, 우리에겐 한없이 사랑이 넘치고 정 많은 큰 오빠, 큰 형 같은  

분이셨어요. 저희가 고등부 때 필라델피아 신혼집에 밀고 들어가 

거실을 점령했을 때도 우리를 이틀간 먹이고, 재우고 신나게 놀아

주셨던 기억 생생합니다. 목사님도 여전히 기억하시고 계셔서 놀

랐어요. 학교 때문에 장거리 운전이 피곤하셨을텐데도 주말에 뉴

욕에 오시면 모임, 성경공부, 여러 activity로 우리랑 늘 시간을 보

내주셔서 거리낌 없이 개인적인 얘기도 나누고, 어려운 10대의 나

이였지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는 “Danny 전도사님”의 모습 그

대로셔서 큰 감동을 받았고 많은 것을 돌이켜 볼수 있게 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조소영 집사

COWAY (플러싱 156가 H-Mart 점) COWAY (플러싱 156가 H-Mart 점) 기업탐방 아가페 후원 기업

한국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코웨이 제품을 미국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

습니다. 우리 가족이 마시는 물, 실내공기 속에 안심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많은건 알고 

계시죠? 납, 불소, 다이옥신까지 걸러주는 꼼꼼한 정수기, 깨끗한 물로 얼음까지 즐기실 

수 있는 얼음 정수기, 5극 전기분해로 냉알칼리수까지 즐기실 수 있는 알칼리정수기, 먼

지 진드기 냄새 유해가스까지 없애 주는 공기청정기, 아토피 걱정없는 연수기, 청결하고 

위생적인 비데, 혈액순환에 도움주는 반신사우나까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또한 끊

임없이 신제품을 선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을 렌탈하시거나 구매하실 경우 무료설치는 물론 꼼꼼한 사후관리 역시 코웨이의 

자랑입니다. 뉴욕 플러싱 156가 H-MART 몰에 위치한 저희 매장은 제품을 종류별로 전

시하고 있으며 제품상담, AS 신청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

서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매달 진행되는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최고의 

제품을 렌탈 혹은 구매 하실수있습니다. 언제든 전화주세요!! 

156-1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156-16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42-6134문의: 이남경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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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달 특집 1

“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

10대 - 친구에 대한 사랑10대 - 친구에 대한 사랑

이정민(QPEM 대학부)

My love for my friends are right beneath the love I have 

for God. They mean everything to me. They were the 

family that I never really had. I know our bonds will never 

be broken. We have all been through hardships, and we 

have all been there for each other the best that we could. 

It means the world to me to know that I am loved 

unconditionally by my friends. Knowing this, I have been 

able to go through many hardships with my head held 

high. I thank the Lord everyday for giving me these 

brothers and sisters through Christ. And I pray everyday 

that our bonds will last and continue to flourish in the 

future. I am always wishing them the best. And I know 

they are doing the same thing for me. It is going to be hard 

to not see them as often for I am going to college, but I 

believe our friendship will continue to blossom as time 

goes by. Even if we are separated in life, even when we 

feel the most alone, we know that we have each other. I 

love my friends, and I know I am loved in return.

친구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바로 아래 

있다. 나에게 있어서 친구들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사실상 

나의 가족이나 다름없다. 나는 우리의 좋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모두 여러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함께 있어주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이것은 나에게 나의 친

구들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

실을 앎으로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고개를 높이 들고 헤쳐

나갈 수 있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런 귀한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나는 매일 감사를 드린다. 또한 우리의 좋은 유대관

계가 오래 계속되고 장래에도 더 좋아지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

My beloved 
friends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나는 언제나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 잘되고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

한다. 그들도 또한 나에 대하여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제 곧 대학에 가게 되어 그들을 전과 같이 자주 보기는 힘들겠

지만 우리의 우정은 계속되고 날이 갈수록 아름답게 꽃필 것을 믿

는다. 우리가 떨어져 살게 되거나 아주 외로운 처지에 처하게 될지

라도 우리는 서로를 소유하고 있음을 안다.

나는 나의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한 그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

20대 - 연인에 대한 사랑20대 - 연인에 대한 사랑

소승우(청년 대학부)

우리가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목마다 가득한 우리들의 

정다운 이야기가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만

발한 봄 꽃처럼 환하게 미소 짓던 얼굴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

어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던 고운 마음이, 조그만 정성이나 선물을 

받고도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던 순수함이 어느덧 내 가슴에 사랑

이 되어 젖어 듭니다. 날이 갈수록 서로를 향한 생각과 배려도 깊

어짐이 감사합니다.

20대 중반을 바라보며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의논하고, 모든 

상황들을 신중하게 말씀과 기도 안에서 풀어나가는 순간들이 너

무도 소중하고 고맙다는 것을 느낍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불

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두 마음이 함께할 수 있

기에 행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새 힘이 생깁니다.

아직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을 보며 너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서로 힘들고 지칠 때 옆에

서 기둥이 되어주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 일으켜 주며, 다치고 상

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간호를 해주는 따스함이 있기에 행복합니

다. 이런 소중한 기억과 정겨운 대화들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게 합니다.

비록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으며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태양 아래 우거진 진초록의 녹음 사이로, 철썩이는 푸른 파도와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 사장 위에 남겨진 발자국마다 가득한 사랑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8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여기에 우리 퀸장 가족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들으며 무더운 여름을 사랑에 깊이 파묻혀 보내시기 바랍니다.

- 정혜경 권사 -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태양 아래 우거진 진초록의 녹음 사이로, 철썩이는 푸른 파도와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 사장 위에 남겨진 발자국마다 가득한 사랑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8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여기에 우리 퀸장 가족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들으며 무더운 여름을 사랑에 깊이 파묻혀 보내시기 바랍니다.

- 정혜경 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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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달 특집 1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으니 두려움 없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좁은 길

을 자신 있게 두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꿈과 밝은 소망의 햇살이 비치는 그곳을 향하여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30대 – 동반자를 향한 사랑30대 – 동반자를 향한 사랑

이보실 성도

초등학생 때 교회에서 처음 만난 모습은 ㅡ

키가 크고 말이 없는 너무나 커 보이는 교회오빠의 모습이었습니

다.

중학생 때 본 고등학생인 모습은 ㅡ

농구를 사랑하고 오고 가며 마주칠 때마다 저에게 장난치던 모습

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본 대학생인 모습은 ㅡ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 고민하고, 

많은 실패와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

릎 꿇던 모습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본 직장 다니는 모습은 ㅡ

주일 성수를 위해, 편하게 큰 돈 버는 기회를 포기하고...

묵묵히 교회와 직장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다시 만난 모습은 ㅡ

유학생활 가운데 체험한 기도응답의 기쁨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

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제하며 알게 된 모습은 ㅡ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기도하고, 변함없이 함께 해주며, 인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후 알게 된 모습은 ㅡ

매일 아침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가정예배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소망하는 모습은 ㅡ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고린도전서 13: 7) 말씀 가운데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40대 -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의 사랑40대 -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의 사랑

김성민 집사

한결이가 태어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한결이는 벌써 여덟 살 

의젓한 소년이 되었고, 은결이는 이제 곧 네 살짜리 작은 소녀가 

되는 구나. 얼마 전에 있었던 주일학교 졸업예배로, 한결이는 아빠

가 있었던 초등부로, 은결이는 엄마가 있는 유치부로 가게 되었구

나. 20대 때는 20마일로, 30대 때는 30마일로, 그리고 40대 때는 

40마일로 시간이 달린다더니 정말인 것 같구나. 

가끔 (솔직히 많이) 엄마 아빠 속을 썩이지만 너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아빠는 늘 감사하단다. 아빠가 된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된 것 같단다. 

또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너희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빨

리 자라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단다. 둘이 사이 좋게 노는 모습

을 보면 흐뭇하다가도 바로 돌아서서 다투는 너희들을 혼내며 언

제쯤 철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단다. 

한결이와 은결이는 이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다. 아빠도 가끔은 이 사실을 잊

을 때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나

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들 한결이와 

내 딸 은결이를 잘 양육했니?’라고 물으실 때 자신 있게, ‘네 하나

님, 제게 의탁하신 한결이와 은결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잘 키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이 아빠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거야. 

얼마 전,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야외촬영을 했던 공원에 너희들

과 함께 갔었지? 그때 찍은 사진 중에 너희가 서로 바라 보며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처럼 늘 서로를 바라보며, 오빠는 동생을 

잘 돌보고, 동생은 오빠를 잘 따르는 너희가 되길 이 아빠는 기도

한다. 더운 여름에 아프지 말아라 (엄마 아빠 속도 적당히 썩이고). 

아빠가.

한결이와 
은결이에게…

한결이와 은결이한결이와 은결이

사랑의 달 특집 1

50 대 - 청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의 사랑50 대 - 청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의 사랑

정혜정 권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귀한 두 아들을 선물로 주

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면 심심하니 집에 가자

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며 교회 기도실에서 자던 꼬마들이 어

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향하여 학업과 삶의 시간

을 헤치고 달려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사랑

의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주님이 계신 교회 안의 기도실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보낸 추

억과 감사가 깃든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

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감사의 기도를 하며 교제를 나누고 생활

의 조언을 받았던 곳입니다. 언제든지 예배와 섬김의 자리,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곳이기도 합니

다. 교회 여기 저기서 봉사하시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권사

님들의 기도소리와 장로님들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청년이 된 지금은 그 시간이 훈련이 된 듯 주님 전에 머무르기를 

좋아합니다. 오히려 집에 들어오지 않아 잔소리라도 하면 두 아들

이 모두 '엄마가 보여준 모습은 교회 안에 있으며 우리를 필요로 

한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라고 대꾸

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교회 안에서의 생

활을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청년기의 아들들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

해지며,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더욱 열심히 기

도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마음껏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민수기6장 

24-26절의 축복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줍

니다.  '현준아, 현수야, 사랑한다!'

주님 전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아들들에게…

어릴적 현준과 현수어릴적 현준과 현수

60대 - 결혼 적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의 사랑60대 - 결혼 적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의 사랑

정철호 집사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날 저녁에 커다란 울음소리와 함께 이 세상

에 나온 너의 귀여운 얼굴이 어제인 듯 생각난다. 아들만 둘이 있

던 우리 집에 네가 태어나고부터는 파란색에서 분홍색으로, 온갖 

인형과 예쁜 옷들로 가득하게 되었지. 아직 채 길지 않은 머리에 

꽃 달린 머리띠를 해주고 핑크 빛 드레스를 입히고 나들이할 때면 

네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하던지. 아빠가 자랑스럽게 너를 안고 다

닐 때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애가 크면 예뻐진다'고 하며 놀

려서 아빠는 좀 서운했단다. 그때에도 네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

러웠는데....

네가 성장해가며 아빠가 너와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피곤하다는 

핑계로 학교 행사나 연주회에도 엄마에게만  미루고 참석하지 못

해 지금까지 미안한 생각이 든다. 특별히 네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가 많이 아파서 본의 아니게 네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주게 

되었던 것 생각하면 아빠 마음도 아프구나. 그러나 아빠는 그때나 

지금이나 너를 여전히 많이 사랑하고 있단다.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과자나 케이크 만드는걸 좋아해서 교회 바

자 때에도 열심히 만들어 선교비를 돕고,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니 참 기특하다. 아빠는 네가 만든 과자를 맛보고 싶은

데 네가 주지 않아서 화도 내고 아양도 떨고 했었지. 나중에는 아

빠 맛볼 것을 따로 만들어 놓아서 괜찮아졌지만. 네 오빠들이 결혼

하고 분가해서 허전해진 집을 이제는 두 오빠들보다도 구석 구석 

더 잘 채워주고, 엄마, 아빠의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들을 섬세하

게 신경 써주어 너무 대견하고 기쁘구나. 네 덕분에 멋있는 음악회

에도 자주 가서 즐길 수 있어 행복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어느덧 너도 20대 중반이 되었고, 남자 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것

을 보며 너의 미래와 결혼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구

나. 먼저 네가 믿음 안에서 성장한 것과 착하고 신실한 믿음의 형

제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너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

하다. 너도 언젠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텐데 무엇보다도 창조

의 원리를 기억하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것을 잊지 말고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부탁한다.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

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가 되기를 기도 드린다.

그리고 몇 가지 부탁이 있는데 항상 아름다움을 잃지 말고, 현숙

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며, 겸손과 믿음과 온유로 옷 입고 지혜

의 근본인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세상을 잘 헤쳐나가기 바

란다. 그리고 한가지 더, 네가 결혼한 후에도 엄마,아빠 챙겨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 잊지 말기를... (아빠가 너무 욕심쟁이지?)

막내딸 
한나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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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 후손을 본 할머니,할아버지의 사랑70대 - 후손을 본 할머니,할아버지의 사랑

이옥배 권사

저희 가족은 1990년에 사랑하는 세 딸 연수, 연희, 연애와 함께 미

국에 이민을 왔으며, 미국에 온 그 주부터 우리 퀸즈장로교회에 

등록하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위의 두 딸은 고등학교에, 막내는 초

등학교 5학년에 들어갔는데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세 딸들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성장하여 큰 딸은 미술을 전공

하고, 둘째는 약사, 셋째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세 딸들이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딸들 가정에 태어난 

손자, 손녀들이 모두 6명이나 되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

리 가정에도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큰 딸 가족은 한국에 

살고 있고, 밑의 두 딸들 가족과도 같이 살지는 않지만 만날 때마

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손주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를 짓

게 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가끔 

보아도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행복해집니다. 어쩌다 만나면 안아

주고 입도 맞추며 아주 좋아하는 것을 보며 제가 주는 사랑보다 

손주들에게서 받는 사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주신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손자,손녀들

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금년 초에 암으로 치료 중에 있을 때 큰 손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했으며, 다른 손자, 손녀들도 엄

마랑 손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여러분들의 기도와 보살

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로 연약한 중에도 감사와 행복 

가운데 주일을 지킬 수 있었고 이제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복된 후손들을 통하여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할머니를 많이 사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착한 손주들을 주심에 감사 드리며, 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앞으

로 더 많은 사랑을 주는 할머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며

사랑의 달 특집 2사랑의 달 특집 1

김영오 장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

다'(시 90:10)라고 하였는데 어느덧 나의 나이가 팔십이 되도록 살

아온 것을 생각하면 정말 시간이 화살같이 날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삶을 뒤돌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40대 초반까지 고국에서 중앙전화국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육군 

통역 장교 중위로 제대 후 조달청에서 10여년을 근속하던 중 미국

에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고 가

족과 함께 미국에 정착한지도 어언 40년이 지나갔으니 참으로 세

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큰 딸 영숙, 작

은 딸 영미 그리고 막내 영범을 대학까지 마치게 하여주시고, 삼 

남매 모두 결혼하여 손자, 손녀 일곱을 두게 되었습니다. 외손자 

Alexander는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대위로 현역 봉

사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저희 가정에 많이 

주어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

혜로 우리 퀸즈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안수집사 그리고 시무

장로로 헌신, 봉사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다 성장하여 모두 주님 섬기며 잘 살고 있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남은 생애 아내와 함께 사랑하면서 가고 싶은 

곳에 여행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즐겨 먹으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려 합니다. 특히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이 넷이 

있어 행복합니다. 다섯 가정은 가족과도 같은 친구들이며, 매월 부

부모임을 갖고 점심도 같이 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편 된 

다섯 사람도 한 달에 한번씩 꼭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며 가고 싶

은 곳을 찾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생 지

켰던 직장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뛰었던 사업도 건강하여 잘 감당

하게 하시고,이제는 홈 오피스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취미생활로 운동(golf)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

님이 창조한 자연에서 친구들과 만나 운동을 하며 심신을 단련하

고 친교도 하니 진정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여생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

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

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80대 - 삶에 대한 사랑80대 - 삶에 대한 사랑 “ 사랑이란 ? ”“ 사랑이란 ? ”

유아부 유엘리

서로를 아끼고 

무엇이든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 해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초등부 최서진

Love the Lord every time!  

- 12/16/13

L ... Life with love.

O... Open their hearts 

      and praise GOD.

V ... very helpfull to others.

E ... End their life with love.

영아부 고예은

아직 너무 어려 말도 못하고 

그림도 못그려요.  

하지만 엄마 아빠 품에서 

사랑을 가득 받으며 

사랑을 배워가는 예은이가 

엄마를 통해 고백하는 

예수님 사랑입니다. 

뉴욕에 와서의 사회 초년생이었던 시절 하나님을 처음 알게되고 

더 알고 싶게 되었던 내가 사랑이라 생각했었을 법한 것들은 여러 

세상적인 것들이었던 것 같다. 

시간이 조금 흘러 도전하게된 전도폭발 훈련 과정중에 하나님이 

나같은 죄인을,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조금이나마 느끼

며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 (요 3장

16절)”

시간이 더 흘러 내가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의 엄마가 되고나서 이 

말씀은 훨씬 더 크고 뜨겁게 다가왔다. 아이들이 아파 신음을 할때

에 할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싶은 마음, 내 몸으로 내 자식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싶다는 마음.. 앞으로 더 많고 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될 ‘부모’로써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몸’으로 표현해주신 그 크신 사랑이 더욱 크

고 정말 대단한 사랑으로 느껴졌다.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것이다. 내가 부모가 되어 그 사랑을, 그 헤아릴 수 없

는 크기를 아주 조금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다

시한번 깨닫게 된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직접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며 확실히 고쳐주

시는 주님, 내가 ‘남’이 아닌 하나님 ‘자녀’인 것을 느끼며 그 끊이

지않는 관심에 나는 사랑 받고 있다는 확신을 되 새기게 된다. 

정지은 집사

엄마가 되어 
깨달은 ‘사랑’

영아부 부모의글
(정우현, 시현 엄마) 

유년부 Elisa Zhou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유년부 김리즈

사랑이 뭐예요?

‘여자예요..’ 

왜 사랑이 여자예요?

‘왜냐하면 내 친구 이름이 

사랑이예요’ 

문인숙 권사문인숙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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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 박조엘

엄마, ABC...., 

뽀뽀, 하트,

왜냐하면 조엘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서..

유치부 최유아 

사랑이란 친구와 언니

왜냐하면 유아는 한빈이를 

제일 사랑해요. 

그리고 언니도 사랑해요.

유치부 임클로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아이의 고백으로 그림에 쓰여져있습니다.][아이의 고백으로 그림에 쓰여져있습니다.]

중등부 김예은

Love is a feeling that you get. 
In order to love, scarification must 
be made. For example, in order to 
show love to a person, you might 
need to give up your time to 
hang out with them.

유아부 황한빈

엄마야, 아빠야, 도빈이야, 

소방차야. 

왜냐하면 우린 가족이니까요. 

유치부 김은결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림제목: 예수님과 나그림제목: 예수님과 나

중등부 송지수

Love is caring for someone 

with all your heart.

중등부 이효리

Love is the definition of what Christ is and what he did for us. 
Love is also what Christ expects from us all the time with no excuse.  
It is what our parents give us, 
by sacrificing their own needs for our own. 

Love is the definition of what Christ is and what he did for us. 
Love is also what Christ expects from us all the time with no excuse.  
It is what our parents give us, 
by sacrificing their own needs for our own. 

사랑이란 주제를 받고 처음 했던 

생각은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보

니 '사랑'이란 정의를 글로 풀어내기는 어렵지만 제 마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랑이란 감정을 알고있

을까? 그래서 곰곰이 떠올려보았습니다. 내가 사랑이란 감정을 처

음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 자연스럽게 받게 된 부모님의 사랑이었

을겁니다. 하지만 성장하여 독립한 이후로는 그 사랑을 머리로, 마

음으로도 알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생활을 혼자 하며 제 곁에는 멀리서 저를 응원해주는 부

모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내 옆에 사람이 없다

는 것에 외로워하며, 채워지지않는 마음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없이 그저 힘든 마음을 달래려는 수단으로 몇달동안 

예배를 드리던 어느날, 깜깜한 불꺼진 방을 익숙한 듯 불을 켜고 

들어가는데 마음 속 깊이 부족하던 그 1 프로가 채워진 기분이 느

껴지며 마음이 너무 벅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그렇게 만나

던 그 날, 저는 참사랑이 무엇인줄 느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

랑하시면 이렇게 세상속에 죄 많던 나를 만나주셨을까’ 라는 생각

을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제 

마음에 사랑이 넘치니 그 어떤 일도, 사람도 못나 보일게 없었습

니다. 모난 말을 많이 했던 입은 조금씩 이쁜 말을 하려 노력하기 

시작했고, 일년에 한번 울까 말까 했던 무감정으로 유명했던 저는 

울보가 되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에 남일에 

관심둘 일 조차 없던 제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둡던 

첫인상이 밝아졌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내가 심장이 있는 사

람이구나,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매일 매일을 

새로운 나에 대해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큰 사랑을 알고 

나니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외로운 친구들, 지친 친구들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주며 제가 느끼는 사랑을 나눠주고 싶

었고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오

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어제도 오늘도, 항상 주님께서는 제게 마음을 주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라고, 늘 함께 하시며 태초부터 날 사랑하셨다고...

최미선 유년부 교사

사랑은 
나를 변화시킨다

Love is like a sports team. Teamwork at its best. When one 

person is failing, the other is their to help them. In 

basketball, you set a pick to create a lane for person to 

score. In football, you block to create space and time for 

the ball carrier to gain yards. In love, you do anything for 

your significant other to succeed.

고등부 Eric Park 

Love is not simply a feeling of 

affection because it is a 

series of selfless actions. It is 

abundant  th rough  the  

limitless grace of God, but 

comes at a price. The countless 

and unavoidable sacrifices make 

love very costly. Thankfully, the perfect 

and unconditional love God has for us sees past all of our 

flaws and imperfections. Our deepest insecurities are 

washed away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the one and 

only son of our Heavenly Father, that was spilled on the 

cross. Love is personally one of the greatest blessings that 

has been provided for our broken and lacking souls.

고등부 Jessica Jeong 

Love is when someone always care for someone else 

without stopping. Love is also when you always have 

forgiveness and compassion for others

고등부 Christopher Kim

고등부  Grace Chen

Love is patience; no matter what happens, you stay by the 

one you love, and you remain faithful.

고등부 Daniel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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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달 특집 2사랑의 달 특집 2

OPEM - Jae Hoon Lee 

Love is : beautiful. 

Because : It is pure.

OPEM - Roomie Huh

Love is : Complicated. 

Because : No one knows 

what love is.

QPRLM - Anna Son (중등부)

Love is : what God showed us through His actions

Because : God sent His one and only Son, to die for our 

sins. This proves how much God loves us. He accepted us 

even though we don't deserve it. Therefore, love is what 

God showed through His actions

QPRLM - Elizaveto Son (고등부)

Love is : sharing food and not being selfish with it

Because : Just like Jesus gave everything He had to us, we 

should follow His example. Jesus showed us the definition 

of True Love. He sacrificed His own life, so that we could 

live freely. His love was not selfish, but selfless. We need 

to show selfless love to others.

QPRLM - Mariya Son (초등부)

Love is : an action not a feeling

Because : a feeling always changes. While an action shows 

true love of mercy and compassion. Like the Samaritan did 

to His enemy in Luke 10.

Love is :  sharing

Because : I know because you are giving to people and 

show your love to people. 

OPCM - Catherine Chen (8)

중국어 어린이 예배부중국어 어린이 예배부

OPCM - Kevin Lu (9) Love is : Jesus

Because : Jesus helps us.

OPCM - Joy Gau (11)

OPCM - Joyce Lam (8)

Love is : Sharing

Because : I know sharing is 

good because if you're 

sharing it means you care.

OPCM - Samuel (9)

Love is : Sharing

Because : You can share 

when people need it. 

OPCM - William Wang (9)

Love is : Love is resources 

we have.

Because : If we don't have 

the resources we will die.

OPCM - Bhuhinder Singh (12)

Love is : Having feelings for 

someone. 

Because : I know this 

because it's that you want 

to express love and love is 

something you do. 

OPCM - Amanda Chen (9)

Love is : Helping / Caring

Because : To show love 

and I could help elders 

cross the streets.

OPEM - Grace Moon 

Love is : Caring and sharing 

your heart.

OPEM - Caleb Kim 

Love is : Jesus

Because : He's big and He 

created us. 

He made everything.

OPEM - Jae Jeong  

Love is : Pure

Because : It is beautiful.

OPEM - Soua Hong 

Love is : patient.

Because : It never fails.

QPRLM - Ekaterina Levchenko 

Love Is...

It comes from the Bible that 

love is God's Spirit sown in 

al l  of  his  people that  

everyone has that seed 

planted deep inside - ready to 

sprout. Unwittingly, we all are 

looking for love, to find love is our greatest desire and 

God's chosen destiny. To know love is to know God 

himself, to know love is to shed our greatest fear - fear of 

Death. 

But most of you, who are lucky, already know what love is. 

Love needs not to be explained, but to be felt, as you 

cannot explain the color "red" to a blind man who never 

saw. And for those who wonder if they truly love - they 

don't, because love leaves you no doubt of what it is when 

it comes.  If you live in fear - you don't know love, if you 

live in darkness - you don't know love, for love truly 

liberates us and shines upon us. 

 For some people knowledge of love comes easily, they 

love their mother, their neighbor, they love God, other 

people need an ultimate gift from God to find love - the 

gift of life.  As God gave us life and gave us his endless 

love, we, the people, who were made in God's image, give 

our endless love to our children without a second thought.

Love is selfless and kind, and giving. Love is everything 

good created by God. And unmistakable, love is all the 

same for myriad of people because it sprouts from seed of 

the same Spirit.

Love is : 하나님

Because : 모든것은 

하나님으로 부터 왔습니다.

 

Love is : 하나님

Because : 모든것은 

하나님으로 부터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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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속의 음식Food in Bible -1 소금

최성은 집사

Sung Eun Choi, PhD, R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Nutrition and Exercise Sciences
Queens College, CUNY

Salt 

“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

연재를 시작하며

소금(salt)에 대하여

소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중 하나이며 인류가 이용해온 가장 오래된 조미료로서 기원전

6,000년 경부터 이용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소금은 염화 나트

륨이 주성분인 백색이고 짠맛을 띤 결정체로서 음식의 기본적인 

맛을 낼 뿐 아니라 단맛이나 신맛을 내는 감미료와 산미료와는 달

리 다른 물질로 거의 대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조

미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금을 감미료와 함께 사용하면 단맛을 

증가시켜주는 향미증진제의 역할을 하며,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

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이 더운 여름에 절실한 방부제의 역할도 한

다. 이런 소중한 역할을 하는 소금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는 

그 어원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소금의 어원은 금처럼 귀한 것 

또는 작은 금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로마에서는 군인

이나 관리의 봉급을 소금으로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을 하고 받

는 대가를 영어로 salary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병사에게 주는 소

금돈’이라는 라틴어 salarum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성경에서 소금은 자주 언급되어진다. 성경의 배경, 팔레스틴에는 

소금 골짜기가 있고(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이고, 삼하 8: 13)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왕하 14: 7) 히브리인들의 주변에는 소금바다, 염

해가 있었으며(이들이 다 싯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

라, 창14: 3)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민 34: 12) 소금 성읍(닙산과 소금 성읍과, 수15: 62)의 지명이 있

었다. 때로는 영원한 멸망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소금이 사용된 성

경에서의 언급이 있었고 (아비멜렉이 그 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

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

금을 뿌리니라, 삿 9: 45) 사랑이 식은 마음의 표현으로 소금이 사

용된 것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

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습 2: 9).

소금은 방부력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에 저장성을 부여해주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구약성경에서는 소금을 썩지 않고 나쁘게 되지 

않게 하는 데와 성결하게 하는데 사용하였다(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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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

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

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

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왕하 2:20-22). 

소금은 또한 신생, 재생, 부활 (rebirth)의 상징이었다.  신생아에

게 소금을 문지르거나 뿌리는 관습이 있었고 히브리신 야훼에 대

한 예식에서는 피 대신 소금이 쓰여지기도 했다.  동물의 희생으로 

정결케 된 제단은 후에 소금물이나 소금으로 간한 음식으로 다시 

정하게 되었다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

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

지니라, 레 2:13).

또한 소금의 맛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신성한 뜻에서 구약

성경에는 소금의 언약이라는 말도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민 18:19)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

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대하 13:5)

이 소금은 우리 몸의 여러 체액에 존재하며 체액의 약알카리성과 

삼투압의 유지 작용, 위액의 원료, 담즙, 장액 등의 알칼리성 소화

액의 성분이며 또한 근육의 수축, 신경 자극 전달 등의 생리작용

에 아주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처럼 필요한 소금을 말씀하시면서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 데 없는 것이 된다고 친히 말씀하셨

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

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

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13),”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

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50).” 여기에서의 

소금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진리, 우애, 평안, 기

쁨 같은 성품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소금은 남의 맛을 더 

좋게 살려주는 희생적인 맛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몸을 녹여 방

부제가 됨으로써 주위의 것을 썩지 않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금의 희생적인 성질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우

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다. 또한 골로새서 4:6에

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헬라인들은 ‘말의 재치’를 상징하는 말로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한다. 소금이 맛을 내고 썩지않게 하

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한대로 지혜롭고 경건한 말로 대

화함으로써 불신자들이 복음을 관심있게 듣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꼭 필요한 소금도 과잉 섭취하면 우리 몸에 좋지 않다.  최

근 연구 결과들은 소금의 과다 섭취가 고혈압, 심장병, 뇌졸증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특히 한국 사람

이 많이 섭취하는 젓갈, 소금에 절인 생선, 장아찌, 김치 및 맛을 

내기 위한 장류에 함량이 높은 나트륨의 과잉섭취는 위암의 발생

율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소금 (또는 나트륨)의 과잉 섭

취에 따른 문제가 있으므로 미국 뉴욕시 보건국에서는 1일 나트륨 

섭취량을 2,300 mg (5.7g소금으로 1.16 작은술 소금에 해당) 미

만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짜게 먹는 식습관은 단시일내

에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어렸을 때

부터 짜게 먹지 않도록 식습관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고 특별히 미각이 퇴화되어가는 노인들은 소금을 

과잉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는 뒤돌아보는 롯의 아내를 소금기둥으로 만드셨을까? (롯의 아

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 19:26)

그럼 실생활에서 어떻게 소금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을까? 

필자가 최근에 뉴욕한인봉사센터 (KCS) 공공보건부와 함께 참여

한 ‘한인 식당 저염 실천화’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실천방안을 다

음에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조리시

1.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 천연재로를 먼저 사용, 제일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2. 고소한 맛, 새콤달콤한 맛 등을 강조하여 조리한다.

3. 국, 찌개는 먹기 직전에 간을 한다. (음식이 뜨겁거나 매운 맛이 

강하면 미각을 둔화시키기 때문)

4. 조림보다는 소금 간을 하지 않은 구이 음식을 선택한다.

둘째, 식사시

1. 별도로 제공되는 양념류 (간장 등) 및 소스를 적게 사용한다.

2. 국, 찌개류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섭취한다.

3. 장아찌, 젓갈 등 짠 음식은 적게 섭취한다.

4. 나트륨 배출을 돕는 신선한 채소,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한다. 

(단, 신장 질환자 및 칼륨 조절이 필요한 환자는 섭취시 주의 요

망)

셋째, 식품 선택시

1. 영양표시를 꼭 비교하고 저염분 식품을 선택한다 (참고로 저염 

식품 법적 기준은 serving size 당 140mg 미만의 Sodium(나트

륨)). 저염 간장, 저염 토마토 소스, 저염 야채통조림, 저염 김 등을 

선택한다.

2. 패스트 푸드, 치즈, 베이컨, 햄, 소시지, 통조림, 라면과 같은 가

공 식품 섭취를 줄인다.

3. 음식 주문시 ‘짜지 않게’ 조리할 것을 요청한다.

성경에서의 ‘소금’의 의미를 되새겨볼 때 소금같은 삶, 이는 하나

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로 생각되어 

우리에게 신성한 용기와 비젼을 주는 듯하다. 소금의 방부력이 절

실히 요구되는 이 8월의 무더위속에서 소금같은 믿음의 삶을 살

아냄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

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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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족이란 명칭은 중국 통일의 다민족 국가로 형성, 발전하는 과정

에서 확립되었다. 기원전 206년, 한나라와 진나라에 이어서 시작

되었고, 전후 400여년을 겪으면서 경제, 문화 그리고 국가의 통일

에 새로운 발전이 있었으며 전에 화하(중국)라고 불렸던 중원의 

주민들은 한인 (汉人)으로 불렸다. 그 후 역사의 발전 속에 한인은 

중국 주체 민족의 명칭이 되었다. 한족은 중국에서 수많은 왕조들

을 세웠고, 오랫 동안 중국의 정치를 주도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

국의 주된 역량이었다.

한족은 중국과 전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이다. 2009년까

지 한족 인구는 13억으로 전세계인구의 19%를 차지하며 세계 각

지에 분포되어 있다. 중국 대륙에서 한족은 총 인구의 92%이고, 

대만에서는 총 인구의 98%,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각각 95%과 

97%를 차지하고 있다. 두 해안을 제외 하고도 한족은 동남 아시

아, 북 아메리카와 서유럽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한족의 상징그림은 용 한 마리와 봉황 한 마리로 조화되어 있다. 

이것은 음양을 뜻하며 남녀를 상징하기도 한다. 한족의 인구가 가

장 많기 때문에 중국역사 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국에서 가

장 오래된 동물-용으로 민족의 대표적 상징물로 정해져 있다.

종교는 많은 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족은 아직 꼭 믿

어야 하는 종교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각 종교를 모두 포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한조 시대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외래 종교

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불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천주교, 기독

교등 일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다. 어떠한 외래 종교든지,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천명관(하늘의 뜻)과 조상들을 숭배하는 사상

과 모순되지 않거나 혹은 전에 있었던 종교 관념와 서로 맞으면 

대대로 전해져 갈 수 있다. 도교는 한족 역사 속에서 형성된 종교

지만, 중국의 모든 민족이 다 믿는 것은 아니다. 중국 역사상, 특히 

한족 역사 속에서 소수의 황제들이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해당 종교가 일부의 정치적 특권을 받은 것 외에는 “국가종교”는 

없었다. 

한족의 종교적 문화에는 “유도석” 이라고 흔히 유교, 도교, 불교 

삼교라는 말이 있다. 일반 중국 사람들은 조상숭배를 토대로 삼교

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이것을 중국 토속신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족의 전통 명절에는 주로 그리스어 축제, 춘절(구정), 정월 대보

름, 청명, 단오, 칠석절, 중원절, 추석, 중양절 등이 있고, 그 중에서 

춘절이 가장 성대하다.

중국 이해하기중국 이해하기
한족과 조선족 소개한족과 조선족 소개

조선족을 조선민족, 한민족, 고려족이라 불리기도 하고 동아시아

의 주요 민족이다.

조선은 주요하게 한반도의 조선과 한국, 중국과 러시아 원동구역, 

그리고 기타 전 소련 가맹공화국에 있고, 또한 한국 디아스포라는 

미국, 일본등 세계 각 국가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한반도 외에 

수백만 명의 조선족이 중국과 미국에 살고 있다. 중화인민 공화국 

영토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의 한 민족으로서 

201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무려 183만명이다.

조선족은 현재 주요하게 중국 동북의 길림, 료녕과 흑룡강 3개 성

과 소수는 내몽골과 내륙에 살고 있다. 조선족은 국경을 넘어선 민

방송부 안병훈 교우를 소개 합니다.

안병훈 교우는 4개월 전 사순절 기간에 우리교회로 오셨습니다. 방송실에서 비디오 파트로 일을 시작했지
만 방송인원이 부족하여 방송 전반적인 일을 이종완 집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는 일이 좋아서 음향을 공부했는데, 음향이 음악 듣는 일과는 전혀 다른일이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디오를 공부하고 있고 적성에 맞아서 시간 가는줄도 모를 정도라고 합니다.

“방송 일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수련회 기간에 방송실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
주시고 격려해 좋은 만남까지 이어져 가장 보람되었습니다. 별다른 어려움은 없지만 굳이 꼽자면 현재 방송
실 인원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혹시나 방송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넒은 맘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본당 2 층 테라스 위쪽에 위치한 방송실은 많은 분들이 컴퓨터 작업으로 손쉽게 되는 거라 생각 하시는데 
의외로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예배 음향, 카메라, 예배실황 녹화 등 다양한 작업이 방송실에서 이루
어집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결혼식등의 교회내 행사를 비롯한 양순관, 체육관, 친교실등에서 음향이 필요
한 행사에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녹음이나 간혹 안내되는 영상자료들도 대부분 방송실에
서 자체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설비나 통역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일들을 하다보면 일손이 부족해 끼
니를 거르기도 합니다. 예배 도중 생길수 있는 돌발상황등에 대비하려면 모든 상황을 미리 점검해야 하고, 
또한 순서들도 많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예배시간 내내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수가 없습니다. 봉사하시는 
손길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방송실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족으로서 중국 외에 조선, 한국, 일본 등 6000만명이 넘게 살고 있

다. 중국의 조선족은 17세기 때 한반도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조선

족은 흰색 옷을 좋아하므로 “백의민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조선족은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노래와 춤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남성들은 레슬링, 축구를 좋아하고, 여

성들은 널뛰기, 그네를 좋아한다. 춤은 장고춤, 칼춤, 부채춤 등이 

있다.

조선족은 농업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고, 소수는 임업, 부업을 하

고 있으며, 특히 쌀을 생산하고 있다. 연변지역은 중국 동북의 주

요 쌀 생산지이다. 조선족은 특별히 문화교육, 노래와 춤, 그리고 

스포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평균 교육수준은 중국 각 민

족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족은 민족성을 띤 통일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종교가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원시종교에는 

토템 숭배, 조상 숭배 등이 있었고, 후에는 단군교등 민족종교도 

있었으며 샤머니즘교는 전통종교로 남아 있다. 유교, 도교, 불교가 

들어와서 20세기 초, 불교신자들이 연변 지역에 주요하게 밀집되

어 있고, 개혁 개방 이후, 불교신자는 점점 사라지고 오래 신자들

만 조금 남아있다. 19세기 말, 기독교와 천주교가 연변에 들어왔지

만 아직까지는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

조선족 전통 습관에는 3월3일 춘절과 9월9일 등산활동이 있다. 

매년 이때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산, 공원 혹은 경치 좋

은 곳으로 가서 여러 가지 문화오락 활동을 가지고 있다. 조선족의 

전통 명절에는 춘절, 정월 보름, 청명, 단오 등이 있고, “9.3” 민속

절도 있다. 1952년 9월 3일은 연변 조선족자치주 설립 날이다.

중국어 예배부중국어 예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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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련회는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가기로 마음 먹은 수련회였

다. 왜냐 하면, 마음 속에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 반드시 예수님

을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가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남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바라는 마음

이었던 것 같다. 집에 도착 하자마자 반시간 만에 짐을 싸고 저희 

부부를 포함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딸, 가족 5명이 함께 출발

하였다. 작년 10월까지도 무신론자였던 나는 선행으로 평안을 바

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처럼 평소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 모두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이번 수련

회를 통해 주님을 더 깊게 알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Hudson Valley에 도착했을 때, 교회 형제, 자매들이 미리 

각 사람의 방을 모두 분배하셨고, 2박 3일 시간표도 주셨다. 아침

기도, 아침식사부터 시작해서 예배, 그리고 저녁 늦게 준비된 야식 

스케줄을 보면서 교회가 사소한 모든 것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어린이 예배도 어른 예배와 동시

에 진행되어 있어서 부모님들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

었다. 이번 수련회에 김경래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비록 

완벽한 표준어는 아니였지만 매 문장마다 능력과 감동을 주셨다.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

수록 너무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가장 감격스럽다고 말씀

하셨다! 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날 저녁예배 후, 룻

자매들이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다. 마침, 기도는 김경래 목사

님께서 인도하셨고, “나는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

을 아는 것만 자랑하리라…”는 소절을 부르면서 끝날 때까지 눈물

을 멈출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울었던 것 같다. 

슬퍼서가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

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갑자기, 오래동안 쌓

여왔 던 쓴 뿌리들이 뽑혀지는 동시에 제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

는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

문에 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 아직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감사한 

것은 저의 아버지, 어머니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3,4개월 후에 주

님을 영접하셨다.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나의 가장 행복한 순간

이였다. 주님을 영접한 후로 부모님들의 감정은 날마다 더 좋아지

셨고,  사고방식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세상의 혈기

로 사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이라는 일정 가운데 교회에서 제대로 교제하지 못했던 형제, 

자매와 더 많은 이해와 교제를 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

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마지막날 밤, 많은 초신자와 새신자

가 앞자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

다. 매번 많은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잊을 수 없는 
수련회

Xu, Hui 자매

지 모른다. 비록 남편은 바로 결단하지 못했지만, 쉬지 않고 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키는 그 날이 오리라 믿는다. 왜냐

하면 남편한테서 벌써부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기때문이다. 

할레루야, 주님을 찬양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형제, 자매들의 섬김으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수련회는 나의 영적 생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풍부한 시간이었고, 심지어 5살 딸마저 매일 

어린이 주일예배를 손꼽아 기다리는 오래동안 잊지 못할 시간이

였다. 딸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피시고 지키시며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매일 예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살 수 있길 기대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린다.

퀸즈장로교회 중국어 예배부 제3기 수련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한달 전부터 이 날이 오길 손꼽

아 기다렸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참석하고, 

김경래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드리는 수련회이다.  목사님은 

한국어, 중국어, 히브리어 모두 능숙하시고, 심지어 《사해사본》을 

연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2박3일

이라는 시간 동안 형제, 자매와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그리

고 세상의 바쁜 시간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씀을 들

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올해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라는 주제

로 목사님께서 “인생의 3가지 단계” , “죽음에서 생명으로”, “말씀

이 육신이 되어-왜?”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등 네번의 말씀을 통

해 하나님에 대해 더 깊게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과 우리가 좋아하고 생

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분의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가 기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셉이 젊었을 때 겪

었던 많은 고난 역시 주님의 보시기에는 형통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형

통”을 보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범사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이것은 제가 일생동안 배워야 할 숙

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변화시키길 기도한다.

김목사님께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에 대해 중점적

으로 말씀을 나누셨다. 하나님을 아버지의 각도에서 보면 수천, 수

만인의 탕자의 아버지로서 어떤 마음이 였을까? 이런 각도에서 하

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한번도 없었다. 아마 2년 전이 나라면 하나

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두

살 아이의 엄마로서 이제는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잃어

버린 “탕자”들을 위해 얼마나 아파하실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

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의 어떤 일에 묶여

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항상 돌아

가 머물 수 있길 기도한다.

3일이라는 짧은 수련회 시간동안, 안에 숨겨져 있던 영이 다시금 

새롭게 깨어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글을 통해 이번 수련회에 참

석하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

기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한국어부, 중국어부, 러시아어부의 형제, 자매들이 민족, 배경, 언

어를 뛰어 넘어 함께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

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시편 133편에서 묘사한 것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Lu, Hui 자매

성령 안에서 하나이고, 서로 지체가 된 천국의 시민이다! 하나님

의 사랑이 우리 퀸즈장로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항상 충만하

길 기도한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내년 수련회에 다시 만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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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가스펠 스타C 시즌 7 안내:  

찬양 사역자의 등용문인 가스펠 스타 미주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찬양 사역을 꿈꾸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주관: 퀸즈장로교회, 단비기독교TV 

2) 주최: C채널, 아가페문화재단

3) 접수기간: 8월 19일(토)까지

4) 상금: 미주대회 대상 $5,000 (+한국 본선 대상 $10,000) 

5) 문의: 윤원상 전도사, 단비기독교TV

2017 Ainos Youth Orchestra 2기 및 기초반 연주회가 

7월 29일 토요일 오후 7시 양순관에서 있었습니다.  

매 주일 개인레슨과 합주연습을 통하여 실력을 쌓아온 

기초반과 유년,초등부로 이루어진 Ainos 2 단원들의 

아름다운 연주회 였습니다

제자훈련 제 7기 훈련생 및 리더를 모집합니다.

1) 신청마감 : 8월 20일(주)

2) 문의: 윤원상 전도사, 홍승룡 장로

3) 일시: 9월 7일(목) 부터 14주간, 오후 8시 – 10시

4) 리더모집: 7월 30일(주)까지, 영성훈련 수료자로 

   소정의 과정을 거친 후 리더로 섬기게 됩니다.

파킹장 이용 안내 

JS189 학교 주차장이 6월 25일 이후로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후러싱병원 응급실 옆 WELCOME 주차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대학부와 청년 선교부원들로 구성된 “해리티지콰이어”의 

단장에 박정봉 집사, 지휘에 윤수영 선생, 반주에 송소영 집사가 

임명되었습니다.

7,8월 교회 소식 7,8월 교회 소식 

아가페 400호 기념백일장 시상식이 7월 9일 주일 저녁예배 때 

있었습니다.

전체 대상 1점과 그림, 문학, 사진별 우수상,장려상을 아래와 

같이 시상하였습니다.

대상: 천지창조 ( 박민아 청년)

그림부분 

우수상-일상 (박순자 권사), 

장려상-예수님 초상 (조샤론 학생)

문학부분  

우수상-백마 탄 왕자님 (최지현 청년), 

장려상-2.5평 (최지혜 청년)

사진부분 

우수상-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 놓고 살고 있는가? (전도폭발부)

장려상-선교의 밑거름 ( 한나선교회)

대상을 수상한 박민아 청년은 아크릴과 먹채색을 이용한 8개의 

작품으로 천지창조를 표현해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는 아가페 400호 발간과 더불어 백일장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영역에 새로운 관심과 도전을 불러일으킨 

것을 격려하시며 수준 높은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수상자들을 축하하셨습니다.

장창순 (장지숙 집사 1F8) 집사 가정에서 '육장 소갈비' 식당을 

개업하였습니다. 

41-05 150th St. Flushing, NY / T. 718-460-1266

이재헌, 이단비 교우가 6월 24일 한국에서 결혼하였습니다.

국제도시선교회 주관으로 7월 22일 토요일 맨하탄 

Remnant  Church에서 대규모 전도집회를 갖고 

거리 전도를 행한 “뉴욕 성시화 총력 전도”에 오인수목사를 

비롯 29명의 전도대원이 참석하여 뉴욕의 복음화에 앞장서며 

도시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 토요일, 뉴욕 맨하탄에서 아주 뜻 깊은 일이 있었

습니다. 국제도시선교회 (ICM)가 주관 하는 대규모 전도운동 중 

뉴욕을 대상으로 한 “뉴욕 성시화 총력전도 운동"이 하나님의 인

도하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영적으로 쇠락하는 미국

에 복음의 불을 붙이고, 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기까지 먼 땅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미국의 선교사들에 대

한 복음의 빚을 갚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로마와 같은 모습인 뉴욕에는 약 200개의 다른 언

어를 구사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에 살고 있는 우

리는 해외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

할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끝에, ICM 임팩트 

전도법은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대상자에게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을 전할수 있도록 설계된 전도법 입니다. 이날 하루만

으로 모든것을 배울순 없었지만 전도지를 아주 특별하게 나누어

주는 방법 등 기본적인 노방전도법에 대해 배울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모여 몇 시간의 예배와 합심 통성 기도 후 ICM에서 

제공되는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띄었던 것은 모두

가 먹고 난 뒤에도 아직 많이 남아있던 피자 였습니다. 3인 1조의 

형태로 세계의 중심인 맨하탄 거리로 나아가려는 직전, ICM 대표 

김호성 목사님께서는 노숙자분들 이나 굶주린 지체가 보이면 나

누어 주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들의 손에 피자 한 박스씩 올려주셨

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길 거리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노숙자

분들이 많이 안계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남은 피자를 다 나누

어 주기 위해 골목 골목을 더 걸었고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더 오

래 노방전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피자 전도자" 라는 문장이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20달러 내로 살수 있는 피자 한판으로 8명의 

굶주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먹일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뉴욕 성시화 총력전도 운동은 다 같이 모여 동시에 효과적으로 전

도를 한다는 것 이외에 더 큰 뜻이 있었음을 예배를 통해 알게되

었습니다. 이날은 연합의 날이었습니다. 1세, 1.5세 그리고 2세간

의 세대의 연합. 영국, 토론토, 워싱턴 등 먼 곳에서 부터 뉴욕을 

위해 달려와준 교회들의 연합. 각자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잊고 하

나되어 거리로 담대히 나아갔던 성도들의 연합. 그리고 서른 분이 

훌쩍 넘는 목사님들이 모두 앞에 나아와 전도자로 나아가는 성도

를 위해 동시에 축도 하였던 목사님들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노방전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

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의 연합 만으로도 기뻐

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수 있었습니다. 

“Smile”이라는 글자를 먼저 읽게 디자인 되어진 전도지를 받고 

미소를 짓던 분들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점심을 먹지 못하고 

그늘진 길가에 앉아있던 분들 모두가 부디 육적으로 영적으로 배 

불림을 얻는 하루가 되었길 소망하는 하루였습니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도시에!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도시에!

 성시화 대회 / 교회소식 

최재영 청년

제 2 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Summer Music Camp

퀸즈장로교회 관현악부와 특별활동위원회 소속 강사진이 중심이 

되어 강사진 전원이 해당 분야 전공자들로 수준 높은 악기교육과 

보컬교육을 제공합니다.

악기 교육은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음악이론과 악기레슨

(개인과 그룹), Orchestra 수업을 하며 Camp 참가자에게 

Certification 증정합니다.

1. 기초반 - 악기를 처음 접하는 학생

2. 예비반 - Ainos  2로 가기 위한 유년 / 초등부 학생

3. Ainos 2 - 오디션을 통과하여 일정 레벨의 연주가 가능한 

유, 초등부 학생

4. Ainos 1 – 오디션을 통과한 중,고등부 학생

중고등부 학생 중심의 Ainos 1 에게는 여타 Music Camp보다 

더욱 세밀하고 전문적인 단기간의 Intensive한 음악 교육을,  

유년/초등부가 중심이 된 Ainos 2 에게는 더욱 Develop된 

각 악기별 심화교육을, 기초반 어린이들에게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접근을 통해 악기와 부담없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8월 25일에는 캠프 폐회예배와 연주회가 있습니다.

문의: 최효진 권사, 김미언 집사

제 2 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Summer Music Camp 가  

8/22일(화)-25일(금)까지(9am–3pm)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킨더가든에서 12학년으로 교인과 지역주민입니다. 

명준모 집사(명샛별 집사 3 WCT) 가정에서 

7월 16일 득녀(세현) 하셨습니다.

손요한 전도사(손명금 집사 2F3) 가정에서

7월 19일 득녀(기쁨)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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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

나만의 레시피

이정훈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식사를 매주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여러가지 음식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는 메뉴 중에 우리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집사님의 검정깨 샐러드를 소개합니다.

이정훈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식사를 매주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여러가지 음식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는 메뉴 중에 우리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집사님의 검정깨 샐러드를 소개합니다.

주방의 마술사 이정훈 집사님의 ‘검정깨 샐러드’

66

재료: 볶은 검정깨, 마요네즈[2.5], 식초[1.5], 설탕[1], 올리브 오일[0.5], 
          각종 야채(로메인, 양상추, 케일, 양파) / [  ]안의 숫자는 컵 기준입니다

1. 검정깨를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믹서기에 갈아 놓는다.
2. 갈아진 검정깨를 준비된 재료와 마요네즈와 식초, 설탕, 올리브오일, 약간의 소금을 넣고 
     잘 섞어서 소스를 만든다.
3. 깨끗하게 씻어 준비된 각종 야채들을 썰어서 준비한다. 
4. 만들어 놓은 검정깨 소스와 야채들을 골고루 잘 섞어서 완성한다. 이정훈 집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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