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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시론 CONTEMPORARY ISSUES

No one is late. 

No one is late.
It is only February, yet. 
Whatever you wish to do, you have enough time to 
just start it. 

This past month on Wednesday, January 17, Elder 
Chun, with his new title as “Pastor,” preached for 
the first time. 

He is at the age of 70, which many say is the age 
when pastors retire. 

Near the end of this past year, Elder Hong played 
in an inspiring Saxophone performance as part of a 
concert and solo.

He is not a musician who began practicing the 
Saxophone at an early age. He started practicing just 
at the beginning of last year. 

Elder Hong is the same age as Elder Chun. 

No one is late. 
Do not just give up, saying, 
“it's already February”
Instead, just start doing whatever you want to do by 
saying,  
“it is only February, yet!”  
You can do anything this coming year.

一切都还不算太晚

一切都还不算太晚，

虽然现在已经2月份了。

无论任何事情，只要从现在开始， 

一切都还不算太晚。

 

过去的1月17日 星期三

郑成浩长老以传道人的身份做了第一次的讲道。

虽然暴露传道人的年纪有些抱歉，

他的年纪已经是每一个同工们到了隐退的年纪

也就是70岁了。

 

去年下半年，洪胜龙长老，

给我们呈现了精彩的萨克斯合奏和独奏。

他并不是一开始很早学习过演奏萨克斯的人。

仅仅学习演奏是从去年年初开始的。

洪长老和郑长老都是同岁之人。

 

任何人做任何事情只要开始了就不算太晚。

人们会说：这么快就2月份啦！

请不要觉得太晚现在就想放弃了。

要想现在才2月份啊，只要从现在开始，

今年一年相信你一定可以完成很多事情。

Никто не опоздал

Никто не опоздал
Еще пока февраль
Еще не поздно начать прямо сейчас
В прошлую среду 17 января наш пресвитер Чон

Впервые проповедовал как уже проповедник

Проповедник я извиняюсь, что назову ваш возраст
Но ему уже 70, возраст когда все проповедники уходят на 
пенсию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есвитер Хонг

Играл красиво соло на саксофоне
И он тоже начал учиться играть на саксофоне недавно

Он начал только в нач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Что общего у двух пресвитеров?
Никто не опоздал

Мы говорим:“Уже февраль?”
Пожалуйста не сдавайся,
Начиная прямо сейчас
Ты можешь сделать все, в этом год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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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꿀 같은 말씀

그	 날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역사의	 종말이며,	 이	
땅에서	내	삶의	마지막	날입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 악에서 벗어나라 
(히 10:22a)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새롭게	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롭게	살	길이	있는데	옛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11월	13
일	북한의	한	병사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총탄을	여러	
차례	맞아	쓰러졌으나	그는	결국	북한을	벗어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옛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벗어나야	할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해까지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벗어나십시오.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아내에게나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거짓된	삶을,	탐욕을	버리십시오.	교만이	아직	있다면,	우상숭배에서,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올해	마지막	날,	 악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2. 하나님께 나아가라 
(히 10:22b)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원래	지음	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는	우리의	

몸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	몸과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인류의	소망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을	떠나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는	
항해	5일	만에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마지막	장면	중에	침몰하는	배에서	끝까지	찬양하는	
연주자들의	장면입니다.	이들이	연주한	것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할	일은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38장	1,	3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더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히 10: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복음입니다.	어떤	현실도	이기는	소망으로	가득	
찬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의	집”은	궁극적으로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히 10: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윗에게는	단	한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시 27: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2017년 12월 31일 주일설교 
히브리서 10:19-25 
(히 10:25b)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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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소원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가르침처럼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집에	잘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소원은	그것뿐입니다”	이	소원은	언제나	할	수	있어서	일	년	내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 서로 돌아보라 
(히 10: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서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지	
않을	때	그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가	시작된	1
층에서	3살	난	아이가	스토브를	가지고	놀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	옆에	엄마가	없었습니다.	3살	난	아기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엄마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스스로	큰	고통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지	않을	때,	무관심할	때,	공동체	안에서는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으면	 마지막에	 큰	 어려움을	 같이	 맞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은	없는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은	표정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정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이모티콘은	감정의	뜻을	가진	이모션과	컴퓨터의	기호인	아이콘의	
합성어	입니다.

상대방에게	자기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보내는	것을	이모티콘을	
보낸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글이나	말	대신	표정으로	
나타냅니다.	관심이	있다는	표정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들을	때에도	꼭	입으로	아멘하지	않아도	밝은	표정이나	고개를	
끄덕이므로	설교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죽을	쑤는	것	같을	
때	 혀를	 차는	 표정이	 아니라	 ‘목사님	 나는	 밥을	 좋아하지만	 죽도	
좋아해요’	라는	표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관심	
있는	 표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표정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깊이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아름다운	수고,	과거보다	좋아진	변화,	
현재의	장점,	앞으로	가능성	등을	서로	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 133: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시 133:3)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나	 혼자	 잘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독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종말론적	삶입니다.	
모두	이	삶의	승리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5센트로 선교사를 키우는 헌신의 손길들

교회	학교의	청소년들이		단기선교에	후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교육위원회와	선교위원회	공동주최로		

재활용품	항목인	빈	물병과	빈	캔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교회	파킹장	한곳에	자리한	산처럼	쌓인	빈	캔과	빈	물병들을	

보셨죠?		많은	성도들의	참여로	어느덧	3번의	분리수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분리수거	수입이	200-250불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성도님들의	사랑의	손길이	또한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모아진	빈	물병과	빈	캔들을	수거장에	가져가서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종류대로	분리하여	각각의	

자루에	담아야함으로	분리하는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도	기쁨으로	그	수고를	하고	계신	

장로님들이	계셔서	아가페	소식에	담아봅니다.		그	주인공은	

황인섭장로님과	황주현장로님이신데요	실장갑	사이로	

파고드는	찬바람에	손이	에이듯이	시려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열중하시는	모습에	감동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개에 5전이요~

5센트로	미래의	선교사를	키우는	일에	동참하시는	

성도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한가지	알려드립니다.	유리병은	수거할	때에	파손으로	

위험할	수	있어서	수집에서	제외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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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7일 주일설교 (사도행전 11:19-30)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2018년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은
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1 놀라운 반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인생들을	 반전시키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반전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건축
자에게	버림받은	돌	같았으나	집	모퉁이의	머릿
돌이	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
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힘드십니까?	 포기하시려고	 합니까?	 아프십니
까?	환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새로
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대반전
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미	임
한	놀라운	반전의	은총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
원합니다.

2 놀라운 포용
우리가	즐겨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	라는	찬양
이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
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중	하나는	‘	나를	에워싸
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용한	것이	은혜입니다.	
포용은	은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바나바는	안
디옥	교회에	있는	놀라운	포용	가운데서	하나님
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유
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	안에
만	복음을	머무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은혜로
운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인	행동을	하던	그들에
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이	헬라인
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포용하는	것을	보고	바
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며	기뻐하는	것
입니다.	포용은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고,	불편을	
참는	것이고,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포용은	하
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고	깨닫는데서	옵니다.	자기	밖에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입니
다.	안디옥	교회에	가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포용’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라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
하는	것은	본질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겐	부족한	것	투성일	것
입니다.		다민족이	서로를	포용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3 놀라운 부흥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씨앗이	떨어진	곳에는	은혜로운	열매
가	맺혀야	하고	반드시	부흥으로	나타나야	합니
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은혜의	거룩한	씨앗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	예수를	전파’	하였습니다.	주
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
아왔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주	예수
만	전파’하면	반드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은
혜는	놀라운	반전,	놀라운	포용,	놀라운	부흥에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보고	기뻐
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1)	머무는	교회	(23절):	주님	안에서	견고히	머물
고	싶은	교회
2)	더하는	교회	(24절):	주님께	돌아오는	무리가	
더욱	많아지는	교회
3)	배우는	교회	(26절):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교회
4)	나누는	교회	(30절):	주님의	사랑을	고통	받는	
세상에	나누는	교회
우리	교회도	올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
면서
1)머뭄과	2)더함과	3)배움과	4)나눔이	가득한	교
회가	되어	갑시다.

2018년 1월 14일 주일설교 (출애굽기 17:1-16)

반드시 승리하리라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종류의	전쟁이	있
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	없을	때,	곧	내적인	전쟁이요	하나
는	무엇이	덤빌	때,	곧	외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1.‘없을 때’ 승리하라 – 내적인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가
고	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그를	원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
엇이	“없을	때”	내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든
지	많은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것
이	승리가	아닙니다.

2 ‘자족하는 것’ 이 승리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자족했고	로마서	8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는	승리의	노
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욥은	그의	삶에서	전	
재산과	열	자녀와	건강과	아내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없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
님께	엎드려	예배드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습
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예
수님에게	아무	것도	없었고,	아무도	없던	자리가	
십자가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승리를	
외치셨습니다.
다른	사람	보다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하면	패
배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해야	합
니다.	자족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3 ‘덤빌 때’승리하라 – 외적인 전쟁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덤볐습니
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칼을	사용했고	모세는	올
라가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칼은	말씀입니다.	에
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검이	없
이는	덤비는	적들을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든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덤비는	세력을	이
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덤빌	때	40일	
금식기도하신	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피곤해
도	기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가고	기도의	산에	오르는	것	중요합
니다.	더욱	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팡이는	십
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의	승
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
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해
야	합니다.	마귀는	이	기억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깃발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명령권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줍니다.	전쟁터에서는	
우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	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
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1월 담임목사 설교요약

아가페 — 9

퀸즈장로교회 교회학교 매뉴얼 발간 

차세대 비젼을 성취해갈 방향을 제시하다 
-편집부

퀸즈장로교회의	비젼	중	하나인	차세대교육을	더욱		체계화시키고	교회학교	교육과	

가정의	신앙교육에	방향성을	제시해	줄	‘교회학교	매뉴얼’이	발간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전,	현교육국장:	이무근,	정성호	장로	/	교육위원장:	홍한나	권사)	는	지난	

2017년	한해	동안	교회학교	매뉴얼	출간을	위해	힘을	쏟아왔으며	그	수고가	1년여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한국어와	영어로	이루어진	100여쪽에	이르는	교회학교	매뉴얼에는		교회	설립	44주년과	

함께	성장해온	개혁주의	신학적	토대위에	든든히	세워진	퀸즈장로교회	교회학교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교회학교	매뉴얼은	오랜	전통과	말씀의	기반	위에	부서별로	이루어지던	자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육활동들을	퀸즈장로교회의	비젼에	맞추어	교회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하여	하나의	목적	안에서	조화로운	교육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교회학교	매뉴얼을	통해	영아부로	시작하여	고등부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교과과정이	18

년에	달하는	교회학교의	신앙교육에	통일성.	연계성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각	부서의	

커리큘럼을	점검하여	정리함으로	교회학교	교육을	더욱	체계화하였다.

교육부서	안내로	1.교육대계		2.교육목적		3.교육목표		4.대상		5.예배및	모임안내		

6.교사조직		7.결석생	관리		8.	신입생	관리	9.특별행사		10.연중계획표가	기록되어	

있어서	교회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지침서가	될	것이다.	또한	교사수칙과	

가정신앙교육	지침서를	통한	부모	지침,	가정예배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의	

주체인	교회와	교사,	가정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차세대	교육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교과과정	소개와	부서별	상세한	교과과정	안내서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18년동안	

교회학교를	통해	받게	될	신앙교육의	내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성경	

암송구절	목록과	학생,	교사,	가정을	위한	추천	도서목록,	찬송가	배우기	목록등	

신앙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세밀하게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교회학교사역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도	

첨부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커리큘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과정	변경시에는	

원칙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퀸즈장로교회	교회학교의	교육목적과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퀸즈장로교회	교회학교	매뉴얼은	책으로	발간됨과	동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교회학교교장	김성국목사님은	발간사를	통해	퀸즈장로교회	교회학교	매뉴얼은	우리	

자녀들에게	개혁교회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줄	수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교회학교의	

행정적	운영과	실제교육의	현장에서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교육위원회의	오랜	수고와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을	

축하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다.

교회학교	매뉴얼	출간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젼을	성취해나갈	교회학교가	

역동적인	교육의	현장이	되어지며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해갈	차세대	

양육에	앞장서	나가기를	기대한다.

과거와 미래를 이어줄 핸드북

발간사
교회학교교장 김성국 목사 

-

교육부의 오랜 숙원이던 교회학교 

핸드북이 발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교사들의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핸드북은 

교회학교의 행정적인 운영과 실제교육의 

전개에 교사들이 계속 참고할 매우 

효과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핸드북은 교사들에게 효율적일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개혁교회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줄 역사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핸드북은 편집에 

있어서 각 부서의 독특성과 전체의 

일치성을 조화롭게 펼치어 모두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핸드북의 이같은 효율적인 내용, 

역사적 의미, 아름다운 편집에 촉촉이 

배여 있는 교사들의 기도와 땀방울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을 올리며, 앞서 

수고하신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들 그리고 

모든 교사에게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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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	예배’,	‘헌신	기도’,	‘헌신	합시다’	등등	헌신이란	말은	우리의	신
앙	생활에	친숙하기도	하고	자주	쓰는	말입니다.	헌신이란	말이	들어
가면	뭔가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건해지는	듯한	기분
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그	의
미와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산	사람들
을	보면	나의	모습이	많이	부끄러
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예배	
형태의	헌신이나,	한두번	때가	되어	
하게	되는	헌신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성
도의	삶이기에	바른	헌신을	살펴보
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
‘헌신‘(dedication)의	사전적	의미
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
한다‘는	뜻을	담고	있고	또한	위임
한다,	맡긴다,	내어놓는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무엇일까요?	또한	어떤	때에	헌신이란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야	바른	헌신의	삶이	될	줄	압니다.

예화	중에	한	대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뜻을	
설명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고심하다	백지	한	장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에게	주면서	‘예수님께,	백지	위임장’이라고	쓴	후	주소,	성
명,	날짜를	쓰고	손도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위임장
에	어떠한	말이라도	쓸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곧	헌신이라고	말했
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주인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삶의	전체
를	말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
기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도,	지위
도,	권세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롬	5:8에서	말씀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여	주셨습니다.	바른	헌신은	예수님의	이런	헌신에서	출발해야	합
니다.	나를	위해	다	주신	주님께	우리도	마땅히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하나님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헌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6:5 ‘너는 마음을 다하

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몸만	드
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도	
드려져야	합니다.	인격도	드려져야	
합니다.	이	드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딤후 2:15에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

쓰라’	헌신은	그냥	말이나	어떤	한
정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을 행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게	
하고	이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던	이
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레위사

람들을	통해	이들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	때	모세는	레위	사람들이	‘헌
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출32:29 -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

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한	가나안을	사사인	바락을	통해	칠	때에	군대
장관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에	숨어	들고	그의	아내	야일이	물을	달라
하는	그에게	우유부대를	열어	주고	이불을	덮은	후	장막	말뚝으로	그
의	관자놀이를	쳐	죽이고	나니	이를	헌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삿5:2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

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 즐겁게 나가는 삶
주께	즐겁게	나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시110: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

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를	그의	피로	사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입혀

성경적 헌신에 대하여

참된 헌신이란?
-이명옥전도사

헌신의 달 - 교역자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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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즐겁게	나가는	삶이	
헌신의	삶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
도	주지	않고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지극히	값
비싼	나드	한	근의	향유	담은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
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막14:3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

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런	헌신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드리는	대상의	가
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막14:4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은	자만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
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사는 성도
헌신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에만이	아닙니다.	헌신의	기도	시간만이	아닙니다.	어떤	직

분을	맡았을	때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
님의	자녀는	누구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먼저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헌신하지	않고	있다면	진정	구
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롬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결단하여 드리는 삶, 변치 않는 삶
헌신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변치	않아야	한다.	내	마음이	감동	될	때
에만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은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환경에	흔들리면	안됩니다.	
이는	또한	대를	이어가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이시며	유일한	주인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수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

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디	목사님은	어려서	부흥집회를	참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
히	드리는	헌신의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열매가	어
떠한지	보게	합니다.	우리도	이런	헌신자가	되어	헌신의	열매로	증거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헌신의 달 - 교역자 컬럼

브리스가 임원모임

지난	1월	12일	저녁	교회	친교실에서	팽정은전도사와	회장	
정주영집사외	12명의	브리스가	임원들이	모였다.	2018년	
브리스가	선교회	사역을	함께	할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모여	
회장단의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된	저녁만찬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었다.

교우부장	홍한나권사(자칭	MC홍)의	사회로	팀게임을	
즐기며	맘껏	웃고	승부욕을	불태우는	가운데	임원	모두는	
하나가	되었다.	이후	팽전도사의	시편	1편	말씀을	받으며	
함께	섬겨나갈	선교회	사역을	앞두고	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의인의	길을	가는	삶으로	많은	
과실을	맺어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함을	되새겼다.

하나님나라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와	맡겨진	선교회	사역을	
위해	합심기도를	한	후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섬김을	하리라는	다짐으로	모임을	마쳤다.

연합! 기쁨! 감사!

빠르게는	청년부때부터,	혹은	에스더,	마리아	선교회를	
거치며	섬김과	헌신을	훈련받은	임원들의	모습에서	준비된	
헌신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개인이	아닌	팀이	되어	연합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느끼며	2018년	브리스가	선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쁘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자리가	되었다.	연합,	기쁨,	감사로	이루어갈	
브리스가	선교회	사역으로	맺어질	열매들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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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장 송년의 밤

퀸장 송년의 밤
올 해의 은혜를 나누어요! 새 해의 비젼을  

함께 해요!

2017년	12월	31일	주일	저녁	10시,	교회	지하	친교실은	현악	4중주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아름다운	꽃장식으로	옷입은	
다과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으로	우아한	리셉션	룸이	되어	있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퀸장송년의	밤’

첫	해에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진행이	되었었지만	3회째를	
맞으며	모두들	익숙한	모습으로	삼삼오오	모여	2017년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들을	담소로	함께	했다.

여교역자들의	정성과	수고로	준비된	꽃장식의	다과테이블과	벽면	
곳곳에	꽃장식과	함께	붙여져	있는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씌여져	있는	새해	인사말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중국어예배부와	
러시아어	예배부	성도들의	참여로	지난	해보다	친교실이	더욱	활기를	
띠며	각	예배부의	성도들로	가득찼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며,	서로의	섬김과	수고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2017년을	보내는	밤..	
	
퀸장송년의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해를	
맞이하기	위해	송구영신예배로	발길을	돌리는	성도들의	걸음이	그	
어느때보다도	힘있게	보인다.

앞으로	딱	일년	후가	될,	2018년	퀸장	송년의	밤에는	또	어떤	다민족이	
함께	하게될지	궁금한	가운데	퀸즈장로교회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이루어가신	일들을	벅찬	감동으로	나누게	될	모습을	기대한다.

아가페 — 13

송구영신예배 스케치

끝났다, 시작이다.

채현주 권사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딸들	-그레이스	합창
단의	은헤로운	찬양이	있은후	목사님께서		
‘끝났다,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두렵
다.	용기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여호수아
도	처음엔	우리와	같이	염려와	두려움이	많
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
이	여호수아에게	임한후	약속의	땅	가나안
을	정복하는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럼,어떻
게	이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는지	생
각해	보기로	하자.

1. 목표를 주셨다
그	땅으로	가라(수1:2)	하나님이	주신	이	목
표가	곧	‘가나안	정복’이었다.목표가	분명
한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주님이	주
신	소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서도	승리한다.	우리의	소명을	찾아야	한다.	
2018년도	우리	교회	큰	목표가	있다.’퀸장	
바이블	칼리지’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
서	답을	찾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
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2.동행해 주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
리니	강하고	담대하라(수1:5-6)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큰	꿈
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현실은	항상	반대로	
흘러갔다.	그러나		요셉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
였다.	시대를	뛰어	넘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
어야	한다.	주님과	함께	하는	흔적을	보이라.	
위풍	당당	하라!

3. 지도를 주셨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이다.(시119:105)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
하라	(1:7-8)

말씀대로만	살라.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십자가의	길로만,	주의	길로만	가라.	소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새해를	걸어가라.
목표가	있는	교회와	각	심령,주의	백성들이	
되라는	힘있는	말씀을	주셨다.
이어서	성구	분배가	있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받기	위해	설레이는	마
음으로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	참	복되고	
아름다웠다.	말씀이	곧	우리에겐	‘복’	임을	
아는	우리	퀸장	성도님들…주신	복된	말씀
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리라	믿는다.

장수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는  
허숙영권사님의 90세 생신잔치 

2018년1월	1일에	90세	생신을	맞으신	허숙영권사님

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1월7일	주일	교회	친교실에

서	담임목사님과	교역자,	많은	성도들이	모두	모여	축

하	케잌커팅을	하였습니다.

고)	허태영장로님으로부터	허경화장로님,	허강집사

님과	자녀손에	이르기까지	퀸즈장로교회에서	4대의	

신앙을	지켜오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복

을	누리시며	기도의	어머니로	자리를	든든히	지켜오

신	허숙영권사님의	90세	생신을	맞아	가족들과	온	교

회가	함께	축하드렸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허숙영

권사님은	가족들,	오랜	신앙의	동역자로	함께	하신	친

구권사님들과	생신의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는	권사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하나

님	은혜	안에서	더욱	강건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더

욱	창대하도록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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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하례예배 스케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해 아침
정혜경 권사

온갖	희노애락으로	물들었던	2017년이	어느
덧	아쉬움	속에	다	지나고	찬란한	2018년의	
새로운	해가	환하게	떠올랐다.	기록적인	추위
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도	아랑곳	없이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새해	인
사를	드리기	위해	예쁜	옷으로	단장하고	부지
런히	달려온	자녀들이	예배실을	가득	채웠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기대와	흥분	속에	관
현악대의	힘찬	서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으로	2018년	신년	하례	예배가	시작되
었다.	허경화장로님의	은혜로운	기도,	찬양대
의	감동적인	찬양	‘왕께	찬양합니다’	후에	담

임목사님께서	‘첫째를	첫번째에’(마6:30-34)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해를 축복 인생으로 
사는 비결

1)염려하지	말라:	염려나	근심은	우리가	할	일
이	아니므로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
기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주
신다.

2)믿음을	 크게	 하라:	 성도의	 믿음은	 역경
으로	혹은	관점을	통하여	알	수	있다.(믿음
의	눈,	세상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	사고)	우
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천국에	갈	수	없다.)	

3)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첫째(하나
님)를	첫번째에	두어야	하며,하나님과	세상
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므로	주님의	전과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여	축복	받고	형통하는	모
든	성도들이	되라는	복된	말씀이었다.

특별	찬양인	6명의	솔리스트들의	아름다운	
앙상블	‘내	맘	속에	들리는	주	노래’를	들은	
후에	새해의	서원과	기도를	담은	축복	씨앗		
감사	헌금을	온	교우들이	정성을	모아	드렸
다.	이어서	새해에	몸된	전을	섬길	제직	임명
이	있었고,	새해	첫	아침에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엄숙히	행하여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했고,	목사님의	축도로	신	
년	하례	예배를	감사와	기쁨가운데	마쳤다.

예배	후에는	지하	친교실에서	풍성한	떡국	잔
치가	벌어졌다.	여기	저기	앉아서	담소하며	여
선교회원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준비된	맛있
는	떡국을	먹으며	모두들	행복한	시간을	보
냈다.	특별히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모습들
이	설	기분을	북돋아	주고	우리의	눈을	즐겁
게	해주었다.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
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2018년
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
실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꿈을	설레임	속에	
기대해본다.	또한	풍성하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어주며	믿음,	소망,	
사랑의	반석위에	굳건히	서서	더욱	주님의	영
광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
녀들이	되고자	다짐하고	서원한	복된	새해	첫
날	아침의	예배였다.

2017년 하반기 구역상 시상 
지난	2017년	하반기	(7-12월)	구역상	시상으로	지역	출석상과	지역	헌금상,	지역	

헌금상	아차상	시상을	하였다.	 하반기	통계시상이였던만큼	상품도	구역	가정	

모두에게	푸짐하게	증정되었다.

6개월간의	출석통계와	헌금	통계를	하여서		1교구	플러싱11	지역(	지도원	오인수목사,	

지역장	박승희집사)	이	지역	출석상	,	3교구	플러싱	1지역(	지도원	장봉석장로,	지역장	

설정애권사)	이	지역	헌금상을	수상하였으며	지역	헌금	아차상은	4교구	플러싱5지역		

(지도원	차상남장로,	지역장	심석순권사)	이	수상하였다.

7월	(29명),	9월	(22명),	10월	(24명),	11월	(24명),	12월	(21명)이	출석함으로	5차례에	

걸쳐	연속	출석상을	받았던	1교구	플러싱11지역은	구역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았던	

가정들이	모여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킨	구역으로	아가페에	소개되었던	구역이다.

새해에는	2017년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했던	1F11	지역에	도전할	새로운	구역들이	

많아져	치열한	경쟁가운데	구역	출석상이	수여되기를	기대해본다.

아가페 — 15

중국어신년하례예배

新年蒙福的条件
姜吉琼 执事

2018年元月一号的新年崇拜，陈玉捷传道以一篇《新年蒙福的条
件》为题、以信靠顺服为内容的信息，带领中文堂进入了新的一
年。这是中文堂建堂三年以来、首次单独的新年崇拜; 弟兄姐妹不
仅从神领受了话语和祝福，还在新年的第一天领了圣餐，纪念主
耶稣基督奇妙的救恩。圣餐仪式是由英文堂的金彼得牧师主导、
韩文堂的吴牧师和几位长老为我们提供的。希望有一天，我们中
文堂也有自己的牧师长老，也能参与教会的其他堂会的事奉。整
整3年，神在韩中长老教会行了奇妙的事，如旷野开道路、沙漠开
江河般创建了中文堂，我们期待今年所蒙的恩比先前的更大、福
音继续被广传、教会更加复兴。尽管有之前的跨年聚会，感谢主，
参加当天新年崇拜的人数还是达到了166人。崇拜结束后，我们一
同到体育场享用年糕汤，一同分享过去一年神所赐的恩典。

축복받는 조건

김혜련 집사	

2018년	1월	1일,	새해	첫날,	중국어	예배부에서는	처음으로	자체적으
로	신년하례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전도사님께서			수5:6:-15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는	조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한	중국어예배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
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축복받는	길이라는	메세지를	전했습니다.	새
해	첫날부터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
운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성찬식은	영
어	예배부를	담임하고	계신	김도현	목사님께서	인도해주시고,	한국
어	예배부의		오인수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중국어	예배부에서도	목사님이	나오고,	장로님들이	나와서,	
퀸즈장로교회의	다른	예배부	성도님들을	섬길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비록	전날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늦은	밤에	귀가하였음에도,	이날	아침	예배에는	166
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후,	함께	지
하	친교실에	모여	떡국을	먹으면서,	지난	한해	받은	은혜를	나누며	새
해를	기대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수요예배의 감동,  

더 알아가는 하나님
-김연희 권사

2018년	수요예배를	통해		12개의	하나님의	이
름을	찬양과	말씀으로	더욱	더	깊이	있게	알아
가게	될	것이다.	1월	3일,	첫	수요예배가	교역
자들의	아름답고	영성	넘치는	찬양인도에		따
라	하나님	앞에	한발짝	더	성큼	다가가	‘여호
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움이	있
는	예배가	되었다.

인도하시는	한분	한분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
는	찬양드림	자체가	은혜며	큰	감동을	함께	공
유하는	예배였다.	교역자	찬양을	시작으로	2
째주	교육위원회,	3째주	장로님들께서	찬양을	
인도하셨으며	매주	다채롭게	교회의	사역부서
별로	특별경찬팀이	찬양을	인도하게	될	것이
라고	한다.	연합찬양대의	수요예배찬양은	특
별한	순서가	있을	때에만	준비할	예정이며	선
교회	헌신예배도	수요예배	때	드려질	것이라
고	한다.

2018년,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이름들을	
알아가는	첫	이름은		사사기	6장	23,24절의	말
씀을	묵상하며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평화,	평강을	더	깊이	깨달으며	막힌담을	허시
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3째주에는	새로이	
인턴전도사로	임명을	받으신	전성호	전도사님
의		‘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1-7)	말씀을	받았다.
오랜	세월,	 	시무장로로	교회를	섬기신	전성
호장로님은	선교의	열정을	품고	사역자의	길
을	선택하셨고	오늘	첫설교를	하셨다.	담임목
사님께서는	오늘의	살아있는	갈렙,	모세를	보
는	듯하다며	전성호전도사님의	사역자로서의	
첫	걸음을	축복해주셨다.
새롭게	변화된	수요예배를	통해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들을	깊이	
알아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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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김-신년 특별새벽기도회 스케치

2018년 새해 특별새벽 기도회 스케치
문인숙 권사

2018년	새해가	130여년	만에	온다는	매서운	추위와	함께	시작되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며	경건과	성숙의	삶이	되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	3,	4일	3일간	
새벽	5시45분에	있었다.		
	
예배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새해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퀸장의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발걸음은	매서운	추위와	휘몰아치는	눈과	바람도	막을	수	없었으며	화요일	276명,	수요일	303명,	
목요일	331명으로	예배자의	수가	날로	수가	더해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축제	시간이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를	 첫	 찬양으로	 특새의	 시작을	 알리며	 새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기쁨의	찬양이	성전을	은혜로	가득	메웠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3:1-19,	빌립보서	3:12-16,	로마서	15:12,13절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개인별로	축복기도를	해주셨다.

1월 2일 화요일 
사도행전 3장 1-10절

“당신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	습관이며	습관에	따
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거
룩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기도의	습
관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기도의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놀라운	사랑
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놀라운	능력과	평강
을	갖는다.’는	것이다.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삶에서	꾸준히	행

해야하듯이	기도도	습관이	되기	위해	꾸준
히	행해야	한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예수
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기도
가	습관이	되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어	이	
땅을	변화	시키며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자.	기도는	다음세대에게	물
려	줄	가장	좋은	유산이다.

1월 3일 수요일
빌립보서 3:12-16절  

“당신은 푯대가 있습니까?”

푯대가	있어야	결산할	때	목표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겐	푯대가	
있었고	목표가	있었다.		푯대를	향해	갈	때	현
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니다’	하
고	영적	눈을	들어	부름에	목표를	찾는	것이
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의	생명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푯대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것’으로	각자의	부름은	다르나	
그	부르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부름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하자.		예
수님	주신	사명,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되며	목
표를	향해	달려가는	길에	희생,	버림,	나눔,	
기다림이	있으나	‘끝까지	집중함‘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바울사도를	본	받아	목표,	복음을	향해	
기쁨으로	끝까지	충성하자.

1월 4일 목요일
로마서 15:12,13절  

“당신은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운	겨울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봄이	있기	때문이다.	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것
이다.	오늘	본문은	‘넘치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소망이	 ‘넘치는	소망’임은	열
방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다스리기	때문’이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게	충만케	하시는	 ‘하나
님의	이름’	과	환란에서	인내하고	소망을	갖
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
문이다.
우리의	참	소망이	하나님	한분께	있다.		십

자가	3일의	고통의	날이	있지만	부활	승리의	
날이	있으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갖고	기쁨과	평강	안에서	감사와	찬송	찬양
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자.

축복의 잔치 – 연말 시상식  
 
지난	12월	31일밤	송구영신예배	시간에	성경문답서	

시상과	봉사상	시상이	있었다.	성경문답서	시상대상

자는	2014년	4월20일	창세기로	시작하여	2017년		

7월23일	요한계시록까지	3년	3개월이라는	긴	말씀

공부의	여정을	다	마치신	분들이다.	처음엔	3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도전을	하셨지만	마지막	요한계시

록까지	완주하신	107명을	시상하게	되었다.	이	중	

매주	성경문답서를	작성하여	당일	제출하시고	항상	

100점을	받으신	분들은	27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

다.	또한	매주	다	내셨지만,	날짜를	늦게	내신	횟수

가	10번	이하이신	분들은	80명으로	우수상을	받았

다.	이날밤	교육부에서는	4명중	최연소자인	초등부	

최어진어린이,	장년부는	103명의	인원중에	최우수

상	최고령자이신	홍정혜	권사님이	대표로	시상대에	

오르셨다.	2017년	봉사상은	고국환장로님께서	수상

하셨다.	장로님은	지난해	시설	관리위원장으로	교

회	로비	리노베이션공사의	책임을	맡으셨다.		교회	

로비	리노베이션	업체	선정과	공사	진행	상황을	면

밀히	살피셔서	마무리까지	책임을	다	하셨다.		시무

장로에서	은퇴를	하시는	시점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로비가	완성될때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기

에	봉사상을	수여함으로	그	노고에	감사드렸다.

새벽 5시45분

아가페 — 17

퀸장 바이블 칼리지 (QBC)

자람이 멈추면 죽는다
조성순 집사, 이정훈 집사

새해를	맞아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교회에서는	양육국	주관(국
장	홍승룡장로)으로	퀸장	바이블	칼리지를	시작하였다.	대상은	퀸장
의	모든	성도들이며	5개의	그룹으로	주제별	성경공부를	진행하게	된
다.	‘성경을	배운다’	‘성경적	가치관을	배운다’	’배운대로	산다’는	표어
로	평신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문	강사로
는	30대	청장년:	김성국	목사님,	40대	선교회:	김재형	목사,	50대	선
교회:	배인구	전도사,	60대	선교회:	손요한	전도사	70대	이상	선교회:	
송요한	목사이다.		

매	주일	오후	2시	15분에	시작하여	3시	15분	까지	이어질	강의는	1월	
7일	주일	오후에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이날은	특별히	다음	순서를	위
하여	오리엔테이션으로	30분간만	진행되었다.	각	강의실마다	자리를	
메운	많은	성도들이	반짝이는	눈을	전임	강사에게	맞추고	말씀에	집
중하고	있었다.	각	선교회별	강의	마다	다른	주제별로	4개월	에서	5
개월	동안	진행하여	한	학기를	마치게	된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
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이번	퀸장	바이블	칼리지를	준비
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연관된	몇가지	방법들을	알아	보았다.	일반적
으로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	적용하는	‘귀납적	성경공부’	,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순서로	살펴나가는	‘연대별	성경공부’	,	특정	주제를	중심으
로	공부하는	‘주제별	성경공부’	,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을	연
구하는	‘사건별	성경공부’,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개별적으로	연구하
는	‘인물별	성경공부’	등	여러가지	방향으로	각	강의	마다	주옥	같은	
명품	강의가	준비되어	있기에	참여하는	퀸장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남을	유익한	강의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심혈을	기울여	오랜	시간동안	강의를	준비한	퀸장	바이블	칼리지	명
품	강의의	주제를	소개하면	먼저	30대	청장년을	위한	‘성경속의	가
정’,	40대	선교회를	위한	‘창세기’,	50대	선교회를	위한	‘인물별	성경	
공부’,	60대	선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생애’,	70대	이상	선교회를	위한	
‘사도행전	연구’가	준비되어	있다.	한	학기가	끝나면	다음	강사의	강의
를	듣는	형식으로	5학기가	소요되는	과정이다.	각	강의마다	특색	있
게	준비되어진	강의	내용에	따르면	그룹별	토의,	중보기도회,	외부	특
강,	숙제,	시험,	나눔의	시간등이	준비되어	있다.	복습과	예습을	철저
히	한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도	바울
의	고백	가운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서	3장	8절a	말씀을	기억하
며	말씀으로	자라나며	배우고	성장하고	실천하여	전하는	우리가	되
어야	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며	교역자님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한	보배와	같은	
내용들을	양육국내	퀸장	바이블	칼리지의	이정훈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오는	2018년	퀸즈장로교회의	새로운	변화의	초
석이	될	QBC	(퀸장	바이블칼리지)의	3대	표어입니다.	성경과	그	가치
관을	배우고	또한	배운	그대로	살아가는	것,	어찌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
어야	할	성경에	관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

니다.	더	늦기	전에,	더	게을러지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이제는	초
심으로	돌아가	성경을	배우는	즐거움과	하나님을	아는	은혜에	다시	
한	번	온	몸을	불살라(?)	볼	때가	바로	지금은	아닐런지요.

아무리	뛰어난	강사가	세계	최고의	명강의를	한다고	한들,	아무리	잘	
갖추어진	시설	속에서	강의가	진행된다고	한들,	이를	배우고	듣는	우
리의	열정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을지	모
릅니다.	QBC의	강사들은	이미	모두	작정하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강의를	준비합니다.	이를	돕는	손길들	또한	모
두	작정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러한	기회가	올
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듣는	우리	모두
의	절박함만이	남았습니다.	그저	흔한	성경공부가	아니라,	한	두번	듣
고	잊게	될	그런	강의가	아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영이	새롭게	태어
나는	그러한	기회,	바로	우리	모두의	절박함에서	시작됩니다.”						

법전을	연구하지	않는	판사는	더이상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고	의
료서적을	연구	않는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맨	정신으로	맡기는	사람
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알지	못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당부를	어떻게	감당할까?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	누구
도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떳떳이	설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을	배우
고	성경의	가치관을	배우고	배운대로	살아	영적	성숙을	이뤄야	할	것
이다.	우리의	자람이	멈추는	날	우리는	죽는다!	호흡있는	동안	말씀
은	계속	배워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기로	작정하신	퀸장의	
성도들이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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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했던 눈보라가 그친 2018년 1월 5일	저
녁부터	3일간	뉴욕	총신대	총장	정익수	목사
님을	강사로	모신	퀸장의	제직	수련회가	열
렸다.		밖은	춥고	눈이	여전히	많이	쌓여있었
지만	많은	제직들이	모여	예배당을	꽉	채움
으로	열기가	가득했다.	수련회	주제는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제직으로서	오직	하나
님,	성경에	기준한	군더더기	없는	정익수	목
사님의	말씀으로	제직들은	따뜻한	수련의	시
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제직 수련회 첫째날
김성국	목사님의	사회와	윤석현	집사님의	기
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정익수	목사님께서는	
로마서	1: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
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다.		정목사님께서
는	먼저	바른	신앙의	적이	죄,	진화론	,무신
론,	인본주의(신신학)	,	세속주의	,이단과	사
이비이며	바른	신앙은	종교개혁의	신앙임을	
천명하셨다.		이어	신앙(Πίστις,피스티스)	의	
뜻이		맡긴다,	의지한다,	따른다는	뜻,	즉	하
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을	진리로	받아	들이
고	미래를	전적	의지하는	것임을	설명하셨
다.		신앙의	본질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선물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셨다.	 	또한	구원에	이르는	신앙	(롬	
10:10),	일시적인	신앙(눅	8:11-15),	적은	믿
음	(마	8:26),	행함이	없는	죽어가는	믿음	(약	

2:17)	등이	신앙의	종류임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신앙의	대상임을	설명해주셨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의	이름,	속성,	삼위일체,	절대
주권,	만물창조에	대한	설명을	관련	성경구
절과	함께	해주심으로	강의해주셨고	예수님
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과	제자들의	고백,	예
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	설명해주셨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
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며	영원하시고	권능
이	무한하시며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알게	하
시며	죄를	책망하시고	거듭나시며	성령의	열
매를	맺게	하시고	영생케	하시는	분임을	설
명해주시고	성령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함을	말씀해주셨다.		
이어서	신앙이	생기는	방법과	신앙의	자

세,	신앙에	대한	권면,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강
론해주셨다.		특별히	바른	신앙의	기준은	신
본주의	신앙임을	강조하시며	칼빈의	5대	교
리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의	은혜,	성도의	구원)을	다시	
되짚어주심으로	좌경	신학사상에	대항하여	
깨어	충성하고	사랑을	회복함으로	바른	신
앙을	보존해야함을	강조하셨다.		목사님께서
는	초대	교회	신앙을	회복함으로	바른	신앙
의	결과	“구원과	상급”을	얻을		것을	결론으
로	권고하심으로	말씀을	마치셨다.		

제직 수련회 둘째날
김성국	목사님의	사회와	조경옥	권사님의	기
도로	진행된	둘째날	예배에서	정익수	목사님
께서는	마태복음	16:13-18절의	말씀을	가지
고	“바른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다.		
정목사님께서는	교회는	 	 ἐκκλησία(에클레
시아)	ἐκ(에크,	나오다	)와		κλησία(클레시
아,	부르다)의	합성어로서	부름받아	나온자
들의	집합체임을	말씀해주심으로	설교를	시
작하셨다.		목사님께서는	성경관에	따라	신
앙의	방향이	결정됨을	강조하시며	기독교의	
5대	특성	 (천상에서	내려온	종교,	계시,	부
활,	재림,	구원의	종교),	신,	구	교회의	구원
관,	바른	교회의	교회관,	성경적	교회관,	주님
께서	원하시는	교회관을	차례로	설명하셨다.		
바른	교회는	제도가	바른	교회(요1:1-3),	

믿음위에	 세워진	 교회(히11:4,	 8),	 은혜(사
랑)와	진리(공의)가	충만한	교회(요1:21),	믿
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빛과	소금,	마5:13,	
14)이며	바른	교회는	다른	복음,	다른	교회,	
다른	목자,	다른	신앙,	다른	예수를	단호히	배
격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함
을	강조하셨다.		또한	성경적	교회관은교회
는	그리스도의	몸	(엡	1:23),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행	2:28),	그리스도께서	교
회의	머리가	되심	(골	1:18),	성령의	전	(고전	
6:19),	진리의	기둥과	터	(딤전	3:15),	그리스
도의	신부	 (고후	 11:2),금	촛대	 (계	 1:20)라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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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믿는	것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
회관은	반석	같은	신앙위에	세워진	교회	(마	
16:13-18),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마	7:24	)	
강건한	교회	(엡	3:16,읽고,	듣고,	지키고,	새
김질,	성령의	능력을	받음),	사랑	가운데	뿌
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교회	(엡	3:17),	성
령으로	하나된	교회	(엡	4:1-6)	임을	말씀해
주셨다.
이어	교회의	사명은	복음전파,	진리수호,	

성례거행,	교육과	성도의	교제임과	교회의	
유형,	예배의	역사적	개념을	역사적	사실을	
들어	설명해주셨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예
배의	뜻,	정의,	예배자의	준비사항,	직분자의	
기도생활과	죄에	대한	중요	사항을	검토해
주심으로	바른	예배생활에	대하여	강의해주
셨다.		결론으로		목사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
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를	인용하
시며	제직들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받들
고	섬겨	교회를	훼손하지	말고	교회의	미풍
양속의	전통을	이어가길	당부하심으로	말씀
을	마치셨다.

제직 수련회 셋째날
김성국	목사님의	사회와	최성호	집사님의	기
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정익수	목사님께서는	
에베소서	4:11-12절	말씀을	가지고	“바른	제
직”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다.		정목사님께

서는	기독교의	종교성과	경건미가	식어가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득세하는	현	세대가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난	중세시대와	비
슷하다고	하시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일
을	맡은	제직들이	영성과	지성,	감성을	회복
하고	훈련받아서	진(진리),	선	 (윤리),	미	 (
예술)를	표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함을	 강조하심으로	 말씀을	 시작하셨
다.	이어	장로교	헌법	정치	21장	2조(당회원
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구성하되	당회는	
형편에	따라서	서리집사,	전도사,권사에게도	
제직회	회원권을	줄	수	있다.)에	근거한	제직
의	정의와	제직의	별칭이	청지기	임을	소개
해주셨다.	따라서	제직은	성경의	모범이	되
는	청지기인	아브라함과	바울을	본받아	순종
하고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함을	설명하
셨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이	직분자들이
지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도	직분자들이기
에	가룟유다,	까마귀,	염소가	되지	말고	정금
등대가	되자고	역설하셨다.		
이어서	목사,	장로,	집사의	직무와	역할을	

비교	설명해주셨고	권사의	임무와	자질,	역
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셨다.			뒤이어	제직
은	섬기는	일에,	기도	생활에,	성경	애독	생
활에,	전도	생활에,	성수주일에,	가정생활에,	
각종헌금생활에,	사회생활에	본이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바른제직의	기질로	겸손할	
것	(인격,	벧전5:6),	자기를	쳐	부수고	이길것		

(금욕,	고전9:27),	예수님을	본	받을	것	(생
활,	빌2:5),	산	제사를	드릴것	(헌신,	롬	12:1),
성령안에	거할	것	(은혜생활,	롬	8:9),	덕을	
세울	것		(롬		14:19),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딤후2:5)	강조하셨다.		또한	제
직이	하지	말	것으로는	평론하지	말	것	(마
7:1),	선을	행하자가	낙심하지	말	것	 (살후	
3:13),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	것(	(골	2:5),	
거짓말	하지	말	것(엡4:25),	지혜있는체	하
지말	것	 (롬	 12:16),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것	(딛1:7),	옛사람의	행위를	버릴	것	(골
3:9),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것	 (살전	
5:22)을	말씀해주셨다.		봉사자인	제직은	헌
신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을	잘	해야	함
과	하나님,	말씀,	성경	우선	주의로	효과있
는	봉사를	하는	봉사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광이	나타나며	교회가	부흥되고	그	자신과	
자손이	축복을	받고	임종이	아름다움을	말
씀해주셨다.
평소에	우리	교회에	애정과	관심이	남다

르셨던	정익수	목사님이	2018년	제직	수련
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	중심의	바른	말씀으
로	인해	제직들은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제직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돌이켜	생각하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는	귀중한	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18 제직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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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은 올해의 말씀 - 축복성구

평생 붙들고 갈 하나님 언약의 말씀 
조선제	집사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신12:7)

혹독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조미영	집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43:19)

2014년	여름	다시	돌아온	뉴욕…

아내와	큰	딸	샤론이를	데리고	갔던	한국에서	10

년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되

었습니다.	세식구가	다섯	식구로	변했고,	다시	돌

아온	뉴욕은	무엇이든	할	것	같았던	청년시절의	

뉴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뉴욕은	다섯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의	책임감처럼	한마디로	

무거움이었습니다.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난	3년간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고	매달리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고,	또다시	범사에	감사하게	

합니다.	뉴욕에	돌아온지	4개월만인	2014년	11

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경험없는	가운데	베

이글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인수하는	과

정에서	들었던	가게	매출은	실제와	달랐고,	기

존	단골고객과	이웃주민을	위해	주일에도	가게

를	오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이	계

속되던	중	주일에	일하던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	

주일에	직접	가게를	챙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

습니다.	아내와	저는	기도하며	주일예배를	우선

하기로	결단하고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

다.	주위	이웃의	원성이	자자했고	얼마가지	않아	

“저	가게는	문	닫을거야!”라는	소문까지	들렸습

니다.	그럴수록	아내와	저는	더욱	굳건이	안식일

을	지키며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특히,	저희를	보

고	배우는	아이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본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를	보시고	기뻐하셨는지	

기도응답으로	매달	매출을	늘려	주셨고,	주위	이

웃의	원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리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갈급하던	저에게	퀸즈

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크신	은혜까지	주셨

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손으로	수

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는	복	주심이	전율로	느

껴집니다.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가	끝나도록,		

아니	제	평생	끝까지	붙들고	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니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10번이	채	안되는	듯하다.	그

도그럴것이	기독교와	전혀	무관한	집안에서	자

랐고,	어린	시절	나에게	교회는	크리스마스날에	

가면	산타할아버지가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곳으로	인식했었다.	그러던	중에	중,고등학

교를	미션스쿨에	입학하게	되었고	거기서		성경

을	처음	배웠고,	고등학교때에는	매주	금요일	1-2

교시에	전교생이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었다.	그

러나	나	자신이	스스로	교회의	문턱을	넘게	된	

것은	2005년	말레이시아에	살	때	아이들이	다니

던	국제학교에서	우연히	대학선배를	만나면서	시

작되었다.	선배언니와	새벽예배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	나의	신앙의	첫	걸음이	되었고,	그	믿음의	여

정을	현재	미국	뉴욕에서	이어가고	있다.

주재원이	아닌	이민자로,	그것도	남편과	떨어져

사는	기러기	엄마로서	지난	2년간의	미국에서의	

삶은	춥고	외로웠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

절이	있지만	나에겐		온통	겨울같아	봄꽃이	피

어	향기를	내도,	푸르디	푸른	나뭇잎들이	바람

에	흔들려도,	빨간	작은	새가	앞마당에	와서	노

래를	해도,	보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던	시간이	많

았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

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

시는	하나님,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선

하신	뜻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이	내	안에	있었기에	지금	여기

까지	왔다.	12월31일	2017년	송구영신예배후	나

눠주신	축복성구를	받아들고는	나는	웃음을	숨

길	수	없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

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19

몇년	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나에게	가

장	인상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광야였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메마른	땅,	사방을	둘러보아도	

흙과	돌덩이외엔	아무것도	없는	텅비어	있는	땅,	

풀	한포기	나지	않는	땅,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땅이		광야였다.

그	광야에	반드시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말

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손편지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	말씀을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

았다.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보고	기억하고	싶어서이다.		나에게	주신	하

나님의	약속의	러브레터!

2018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

아가페 — 21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로 회복시켜 주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박은혜	권사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삼상7:12)

인내의 끝에 있는 축복을 기대하며
송정향	집사

주께서 발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시65:10)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에게
황보명옥	집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12:2)

3년전	크게	넘어지면서	골반뼈가	부러지고	3개

월	동안	널싱홈	신세를	지었습니다.	이후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빈번히	생겼습니

다.	넘어지는	이유가	발가락때문이라는	진단으

로2018년	1월12일	수술날짜를	잡고	또	수술하

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2017년이	저

물어가고	있을	때	송구영신	예배의	제목이	“끝

났다.	시작이다”	였습니다.	제목을	본	순간	“나

는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시작일까?”생각하다	“

모든	아픔이	끝나고	건강이	시작되었으면	좋겠

다”는	바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아프기	싫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아팠

는데	또	발	수술	받게	되면	얼마나	더	아파야	합

니까?	저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	그	순간	목사

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두려움을	없애는	비결

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	목표를	주시고	둘째)	하나님이	동행하시

고	셋째)	말씀의	지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전파를	위해	제	발을	전

도자의	발로	쓰시고자	수술을	예비하셨고,	수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어	의사를	통

해	고쳐	주실	것을	믿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는	‘

지도(말씀)’	를	의지하고	순종하리라	다짐하였

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제가	받은	2018

년	축복성구	말씀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	(삼상

7:12)입니다.	송구영신예배	때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축복성구를	받으니	눈물이	났습

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년하례예배말씀을	통

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

음을	크게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

하라”	는	말씀을	듣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1

월	12일	수술을	통해	마음대로	걷고	운전도	하

며	살아갈	“전도자의	발”로	온전히	고쳐	주실	것

을	믿습니다.

2017년을	은혜가운데	보내게	하신	주님께서	

2018년이	시작되는	첫시간에	이	축복의	말씀

을	예비하여	주셔서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신	은

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흘려	대속하시고	구

원하여	주신	넘치는	사랑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2018년도를	기대

할	넉넉하고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소망하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에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

다.	그	크신	뜻	안에서	올	한	해는	오직	‘말씀’

에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	나에게	주시는	하나

님의	높고	깊은	뜻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원

합니다.	또한	새로	시작된	퀸장	바이블	칼리지

를	통하여	나태해진	내	영혼의	갈급함을	말씀

의	생수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말

씀의	능력안에서	고난과	슬픔도	기쁨과	찬송이	

되게하시며,	겸손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나

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해주시

기를	기대합니다.

새로	주신	이	해도	은혜의	말씀안에서	내려주

실	단비와	채워주실	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또한	그	풍성한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종과	실천의	삶을	살

며	지금까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이

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함께	걸어가

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결구절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2018

년	축복성구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받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합니다.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

종하였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을	주셨

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

를	씻어	주셨고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을	구원

하여	주셨음을	믿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

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감사하며	

받습니다.

2.	주신	말씀	안에서	새해에는	더욱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말씀에	충만하며	기도에	충

만하고	감사에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어	믿음

이	성장하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

게	하여	주옵소서.

-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

게	하옵소서.

-	주님	약속하신	축복을	저만	받는	것이	아니

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받게	하시고	하

나님의	원칙을	생각하고	2018년	한해를	하나

님의	축복의	장으로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

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올해의 말씀 - 축복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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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교협 2018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 만찬

엄선하라! 겸손하라!   
시선을 고정하라!

채현주 권사

뉴욕	교협	2018	신년	감사	예배	및	하례	만찬이	1

월	15일(월)	오후7시	대동연회장에서	있었다.	지

난	한해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의	은혜로	새해를	맞게	하시고	신년	예배를	통해	

새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역사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이	되었다.	김성국목사님께서	설교를	맡으셨고,	

우리	교회	연합	중창단이	찬양	순서를	맡았으며	

장로님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

께	했다.	연합	중창단의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찬양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우

리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찬양이	있은	후에	사무엘하10:9-14	본문으로	‘우

리가	담대히	하자’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

서	말씀을	전하셨다.	지도자는	담대해야	한다.	본

문에는	다윗의	꿈이	있다.

(시57:9-11 )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

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

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

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찬양함이	곧	다윗의	꿈이었다.

그럼,	담대함의	요소는	무엇일까?

1)	엄선하라.!!!	하나님의	사람인가	엄선하고	세

우라.

(대하26:16-19) “웃시아 왕이 강성하여지매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

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

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

라 들어가서 웃시아왕에게 성소에서 나가라

고 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

게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담대히	말

했다.	제사장	아사랴처럼	용감한	리더와	함께	하

는	자가	되자.

2)	겸손하라.!!!

(삼하10:11) “만일 아랍 사람이 나보다  강하

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만일  암몬 자손이 너

보다 강하면 네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Me	

too	운동	-	나도	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	거짓	속에	숨지	말고	죄악

을	쏟고	성찰하며	나아갈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여	겸손하라!

3)	시선을	고정하라.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된다.

(삼하10;12)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협을	부르신	이유는	뉴욕이	

하나님의	도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께	능력이	있다.	

정치가가	아닌,	경제가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

님께	모든	답이	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	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	day!

우리는	승리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	할	것입니

다.	우리는	언젠가	승리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나는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

시	승리	할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외치며	부르신	이	노

래가	가슴	깊이	울려,	그	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마

음에	울림을	주는	강한	멧세지로	전해졌습니다.

아가페 — 23

교육부 수련회 특집

Junior High Winter Retreat
Anna	Rekatas

When	I	went	to	the	retreat,	I	was	ner-
vous	because	I	hadn’t	ever	been	away	
from	my	parents	before	for	3	days	and	
2	nights.	I	didn’t	go	to	any	retreat	be-
fore	that	either,	and	didn’t	know	what	I	
would	achieve	as	a	goal	from	it.	I	think	

the	retreat	was	a	fun	way	to	connect	
with	others,	and	also	learn	about	God.	
It	was	the	first	time	I	not	only	stayed	
away	from	my	family	for	a	while,	but	
more	importantly,	the	first	time	I	had	
worshipped	God	three	days	in	a	row.	I	
felt	like	I	was	learning	about	God	more,	
but	also	having	fun	and	enjoying	my-
self.	At	the	end	of	the	retreat	I	felt	a	lot	
closer	to	God,	and	knew	what	a	retreat	
was	like.
We	did	a	lot	of	fun	games,	that	in-
cluded	teamwork,	and	depending	on	
each	other,	as	well	as	supporting	each	
other.	In	one	of	the	games,	we	had	to	
take	a	picture	of	a	human	pyramid	of	
the	team.	I	feel	like	this	relates	to	the	
retreat	a	bit	because	the	person	on	
top	of	each	pyramid	depended	on	the	

people	that	were	helping	them	stay	on	
top.	The	people	under	were	trusted	the	
person	on	top	so	that	they	wouldn’t	
fall	off,	and	also	at	the	same	time	sup-
porting	them.	We	were	all	working	as	a	
team	to	achieve	a	single	goal.
Our	Junior	High	Worship	is	a	lot	about	
community,	and	being	able	to	sup-
port	one	another.	We	usually	start	our	
worships	with	greeting	the	person	on	
the	left	or	right,	by	saying,	“I’m	so	glad	
you’re	here	today.”	This	is	to	help	get	
us	bond	by	having	us	talk	to	somebody	
who’s	part	of	your	community.	This	
leads	back	to	the	retreat,	when	we	
supported	each	other,	and	got	support	
from	other	people	of	our	community.

Pro Rege: For The King
John	Pak	(박요한	교사)

A	couple	of	months	ago,	I	was	hesitant	
about	transitioning	from	유년부	to	중등
부	especially	because	of	how	comfort-
able	I	was	at	a	place	I	acknowledged	
as	home	for	the	past	three	years	and	
because	of	how	reluctant	I	was	to	
change,	but	God	reminded	me	during	
this	past	retreat	the	many	ways	that	he	
can	use	me	for	His	Kingdom.	Each	and	
every	one	of	us	caught	glimpse	of	and	
experienced	what	it	means	to	live	for	
the	king.
Remembering	back	to	my	junior	high	
school	days,	although	my	family	and	
friends	were	always	there	through	the	

thick	and	thin,	my	junior	high	Bible	
study	teachers	were	the	ones	who	
played	a	major	factor	and	influenced	
my	character	to	this	day.	No	matter	
how	early,	how	late,	or	how	far	I	was,	
I	could	always	count	on	them	being	
there	for	me,	whether	that	was	getting	
a	ride,	being	provided	with	food,	or	
lending	an	ear.	Throughout	this	retreat,	
I	was	able	to	reflect	upon	my	youth	
and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I	too	
was	once	in	junior	high	school	and	just	
as	my	teachers	played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I	am	convicted	to	pay	it	
forward	and	be	that	mentor	and	older	
brother	in	Christ.	I	was	able	to	witness	
the	beauty	of	God	working	in	the	chil-
dren	and	how	good	His	presence	was.
For	the	first	time	since	I	joined	this	
ministry,	I	was	able	to	see	the	children	
praising	and	confessing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We	were	able	to	
foster	relationships	with	those	we	saw	
on	a	weekly	basis,	but	haven’t	spoken	
a	word	to,	and	build	even	deeper	and	
more	personal	relationships.	Instead	of	
being	simple	hellos	and	goodbyes	on	
Sunday,	I	am	encouraged	and	com-

pelled	to	be	the	same	model	to	these	
children	just	as	my	junior	high	school	
teachers	were.	I	am	excited	for	this	
journey	that	I	will	be	on	with	my	new	
family.	I	pray	that	I	may	learn	to	be	
more	compassionate	and	more	loving,	
and	that	we	may	grow	together	in	
Spirit	and	truly	grasp	what	it	means	
to	live	for	the	King.	I	hope	that	I	learn	
what	it	means	to	love	and	sacrifice	for	
the	next	generation.	It	brings	me	great	
joy	that	the	children	have	opened	up	
their	hearts	to	me	more	and	I	am	moti-
vated	to	devote	more	of	my	life	and	
time	building	personal	and	meaningful	
relationships	with	each	and	every	one	
in	the	ministry	(even	though	some	of	
them	think	I	am	cringe).	What	we	are	
doing	now	through	the	fellowship	and	
relationships	is	what	living	for	the	King	
is	all	about.	2018	will	be	a	year	where	
we	will	take	this	a	step	further	and	be	
more	intimate	with	one	another	and	be	
a	better	reflection	of	God’s	image.	화
이팅	중등부!	Love	you	guys	and	looking	
forward	to	living	for	the	King	together.

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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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s Grace
Hannah	Jeong

During	my	time	at	the	KAPCQ	Senior	
High	Retreat	of	2017,	I	was	able	to	
determine	the	path	I	would	take	to	
strengthen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open	my	eyes	to	the	greater	things	

he	is	capable	of.	I	was	very	hesitant	
going	into	this	retreat,	afraid	that	
my	struggling	faith	would	affect	my	
experience;	But	I	soon	realized	that	
there	was	no	better	place	to	confess	
my	doubts.	I	cherished	the	discussions	
I	had	when	we	would	gather	into	our	
small	groups.	Not	only	being	given	the	
chance	to	talk	about	my	journey	with	
God,	but	also	listening	to	others	with	
various	struggles	of	their	own.		
On	the	second	day	of	retreat,	our	
Guest-Pastor	Paul	Lee	preached	about	
“Blessed	Assurance	in	the	Midst	of	
Weakness	and	Sin”.	Up	until	this	
point,	I	still	didn’t	quite	understand	
what	“blessed	assurance”	was.	In	this	
sermon,	we	learned	about	Gideon--a	

faithful	warrior	who	led	the	army	of	
God	to	defeat	the	Midianites.	Gideon	
did	not	stay	faithful	to	God	after	their	
victory,	which	brought	the	Pastor	to	
ask,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God?”.	The	unanimous	answer	being	
“to	punish	Gideon”.	At	that	moment,	I	
realized	the	flaw	in	my	judgements--	
God	is	incomparable	to	us.	God	did	not	
strike	down	Gideon,	or	punish	him	in	
any	way	for	his	offensive	actions.	In-
stead,	he	gave	Gideon	blessing.	“Grace	
is	not	getting	what	you	deserve,	it	is	
receiving	the	mercy	of	God.”	Grace--	a	
concept	that	had	been	miscommu-
nicated	to	me	in	the	past--	I	am	glad	
that	I	got	to	further	understand	God,	
and	his	blessed	assurance.		

Retreat Memoir
Dillon	Chen

This	retreat	was	a	wonderful	experience	

that	has	brought	me	closer	to	God	and	it	

was	where	I	had	made	friends	with	many	

others	who’ve	come	to	this	retreat	as	

well.	I’ve	enjoyed	my	stay	with	all	of	Se-

nior	High	very	much	and	I’m	grateful	to	

have	been	able	to	spend	those	few	days	

with	everyone,	students	and	teachers	all	

the	same.

Even	though	it	was	very	cold	outside	in	

the	snow,	it	didn’t	hinder	us	from	having	

a	great	time	at	retreat	and	with	all	of	

the	activities	we’ve	had,	the	amazing	

sermons	Guest	Pastor	Paul	Lee	gave	to	

us,	and	even	the	small	group	time	we’ve	

spent	talking	together	and	sharing	our	

experiences	with	one	another	have	all	

made	this	retreat	a	blessed	experience	to	

have	had.

Throughout	all	of	the	fun	times	lasting	

past	midnight	spent	playing	games	with	

everyone	there	to	the	sobering	moments	

that	we’ve	spent	meditating	over	all	of	

our	griefs	and	strife	during	prayer,	it	was	

all	that	which	made	this	retreat	truly	

beautiful	and	made	it	a	trip	worth	taking.

하나님과 친구들을 더욱 가까이.. 
유희린	학생

저는	고등부	유희린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온지	

벌써	3년이	넘었고	그동안	수련회를	많이	갔었

지만	전에	갈때는	정말	가기	싫었고	강제로	가

는	느낌이	정말	컸는데,	이번	수련회는	고등부

에서	가는	첫	수련회라서,	가고	싶은	마음이	정

말	컸습니다.	사실	고등부	학생들을	거의	반	이

상을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	더많이	알

게되고	가까워	진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

각합니다.	특히	activity	활동들을	하면서	저

의	그룹	멤버들이랑	더	친해질수있는	기회였

던거	같습니다.	즐겁게	소통하고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저에겐	정말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

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무언가를	할	수	있

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도	많

은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의	손을	잡

고	기도해	주실때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번	수

련회를	오기전엔	교회활동에	무관심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시도해보

고	싶고,	봉사	활동도	열심히	돕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은혜를	받을	수	있

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육부 수련회 특집

고등부

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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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 캠프파이어

고등부

중등부

중등부 단체 사진

고등부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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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부터	30일까지	펜실바니아	Pine-
brook	수련관에서	열린	청년대학부	겨울수
련회에는	3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오인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몇	달	전부
터	광고하고	기도로	준비한		수련회였습니다.	
“약중강”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포스터와	“약
함을	자랑”이라는	주제가가	만들어졌고,	리더
들은	고리금식으로,	철야기도로,	또	새벽기도
로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또	온	교회가	기
도로	응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9	말씀에	있듯이	 “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온전하게	
되니,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라는	역설적	진
리를	주제로	말씀을	듣고,	사무엘상의	다윗과	
그	주변	인물들을	대비하여	청년들이	직접	성
경을	읽고	연구하고,	촌극으로	표현하게	함으
로	보다	깊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누도록	했습
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직접	
읽고	표현했으니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말씀
을	새긴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찬양이	있
고,	무릎꿇고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마
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고,	마음을	열고	약함

을	고백하는	회개와	나눔이	있고…청년들의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밤늦도록	시
간가는	줄	모릅니다.		

친구를	따라	아틀란타에서	뉴욕을	방문한	미
국인	자매	한	사람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된	
수련회이었음에도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자리
를	지켰고	끊이지	않는	찬양과	기도로	새벽	2
시를	훌쩍	넘기는	예배,	서로	중보하며	세워
주는	이	예배	공동체가	인상깊었다며	“I	love	
this	church!”를	연발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높여	눈물로	하는	기
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산	기도…

예전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일	뿐	아니라	
오늘	미국	뉴욕에	사는	우리	청년들이	이어가
는	전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
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	풍조가	가
득한	이	도시에	사는	우리	청년들,	그러나	이	
시대에	보기	힘든	보수개혁신앙의	전통이	살

아있고,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사는	이	뉴욕	
땅에서	일어나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한	퀸즈
장로교회의	청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강합
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펼쳐가
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슴	벅차도록	기
대됩니다.						

청년 대학부 겨울 수련회 특집

기도로 무릎꿇은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이정혜 권사

아가페 — 27

이번	“일과	영성”	을	주제로	한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께선	제가	상상
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유학생으로	미국	타주에서	3년반	정
도를	지내는	동안	저는	교회만	왔다갔다하는	정도로	하나님과	상관없
는	사람인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졸업하고	뉴욕으로	오
게	되었고	무작정	다시	교회로	나왔고	뉴욕에서의	삶엔	하나님으로	충
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4개월이	지났고	저는	아직	인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
고	삶도	그저	그런	상황에	조금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수련회	말씀	중	하나님은	사소하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며	
죄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일	하는것
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었고	일에서	성취감을	얻을수	없을땐	저는	
더이상	그	일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지금	하고	있는일
은	인턴이	하는	일,	그것은	바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보이는	일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는	하찮고	의미없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이
유는	제	삶의	주인이	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할땐	늘	주님께
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	를	하면서	제가	매일	주인	행세

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았고	나의	상황적	어려움이	하나님을	가려서	그때도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과	삶	속에서도	내가	성취감	을	얻을	수	없다고	포기하
고	내가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했기에	저의	삶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
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	지는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계획하신대로	이루시는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겸손으로	내가	죽고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	임을	보
여	주셨습니다.	

수련회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에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수련회
는	늘	끝날때면	아쉬웠습니다.	삶으로	돌아가기가	무서웠던것	같습니
다.	그러나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일상이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조금	불편한	삶이어도	그	
불편함도	기도로	이겨나가고	싶을	만큼	주님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
음으로	수련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유학생으로	또	사회	초년생으로	또	이방인으로	미국에	살면서	세상이	
너무	커보이고	내가	너무	작아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상황들이	너무	많
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걸	다	이겨낼수	있는	이유는	나는	작고	연약
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선교회 겨울 수련회 특집 - 일과 영성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이국향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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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영성은	제게	있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보다	더	크게	보느냐,	아니
면	세상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느냐에	 대한	 매일같이	 부딪히는	
실질적인	 고민이었습니다.	 해를	 거
듭할	수록	담대한	믿음으로	날	일터
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려
는	마음은	점차	줄어들고	그러자	세
상이	하나님보다	더욱	크고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	여파는	삶	전체에	영향을	끼지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내	모습,	교
회에서의	내	모습,	사람들	무리	종류
에	따라	다른	벽을	친	모습으로	살아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바로	전주에	3일간	타주에	있는	회사	오피스로	출장을	갔을때	
비로소	내가	얼만큼	세상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지	알게	되었지요.	
그	3일동안의	경험은	어렸을적	꿈꾸던	언젠간	나도	저렇게	미국	주
류사회에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했던게	현실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어
요.	모든	먹는것	자는것	마시는것	움직이는것을	다	회사비용으로	부
담되었기	때문에	돈이	좋구나를	크게	느끼고	하루	업무를	마치고	상
사와	팀과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거기서	끝
나지	않고	늦은밤까지	문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높은	직위	
분들과	얼굴을	익히는	기회였고	그런	분위기속에서	내내	출장을	보내
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사람들과	지내면서	느낀건	다들	누군가
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아야	내가	원하는것을	얻고	원하는	위치
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원리	안에서	애써	발버둥	치는	직
원들,	심지어	상사도	역시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	세
상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자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나	

역시	그들과	다를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
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	나	중심적일때	하나님보
다	세상을	더	두려워	하고	있었어요.	‘일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
고	하나님도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셨고	그러니	나도	‘일한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TGIF(Thank	God	It’s	Friday!)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TGIM(Thank	God	It’s	Monday!)으로	믿음
과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애굽	노예시절	산파들	,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강해지다	보니까	바로
가	남자아기들을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산
파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서	불순종하고	그	결과	하나
님의	사람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죠.	천한	위치에	있는	산파들,	약자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이	원리를	통해	깨달은건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직장과	신앙을	연결시켰는지	알게되었어요.	내가	영적
으론	모세가	되고	싶고,	사도바울이	되고	싶고,	직장에선	요셉처럼	높
은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겠지
만	분명	겸손과는	거리가	멀고	성공을	위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조그마한	실수에도	큰일	날거같고	
꾸지람에도	주눅들고	칭찬에는	교만해지고	이런	모습의	반복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약자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신것을	알고는	내	직분과	위치와	업적이	크고	적고는	우선순위가	아
니다...	동료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보다	상사를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었어요.	중요한건	By	the	Grace	of	God	으로	
사는것이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으로	또	다시	치열한	경쟁
으로	강팍한	삶이	될거라는걸	알게되었어요.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내	앞날의	커리어	성장에	대해	염려하고..	쉽게	말해	나에	대한	포커스
가	클	때	길을	잃게	되는	것이었지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고	
찾으면	항상	만나주시고	세상보다	훨씬	클	뿐	아니라	그분의	주권은	
세상	어디에도	제한적이지	않고	미친다는것을	알게되고	그런	하나님
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찬양하고	말씀듣고,	하
나님에	대해	나누면서	메말랐던	내	심령과	눈은	생명수와	눈물로	다
시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와	닿았던	말씀은	성령충만은	내가	성령을	더	많
이	소유하는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더	많이	소유하시는	것”	이라고	하
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할때	가능한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시다라는걸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기에	영적인	체험도	
하고	기도도	뜨겁고	간절해지며	포커스가	비로소	내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시간이라서	retreat은	유익을	넘어	must였던	행복한	시간
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과	영성이	하나가	되어	예수안
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 선교회 겨울 수련회 특집 - 일과 영성 

By the Grace of God, I am that I am

이규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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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January	7-10th	we	had	about	50	

college	students	and	staff	venture	off	into	

the	deep	woods	of	the	Poconos	to	have	an	

extended	time	of	fellowship,	prayer,	and	

God’s	Word.	We	knew	God	had	a	crazy	

ride	in	store	for	our	ministry	this	year	

when	a	gigantic	bird	hit	one	of	our	van’s	

windshield.	The	windshield	shattered	

forcing	one	of	the	vans	to	turn	back.	We	

celebrate	our	church	for	having	leaders	

who	so	graciously	met	our	van	with	a	

new	one	so	that	we	could	be	back	on	our	

way	to	have	our	divine	appointment	with	

God.	After	we	all	arrived	safely	to	Lake	

Harmony,	Pennsylvania,	our	Orison	Staff	

team	quickly	set	up	the	premise	so	that	

we	could	begin	our	extended	time	with	

God	and	community.	This	year,	Pastor	

Samuel	Lee	delivered	God’s	Word.	God	

truly	spoke	through	Pastor	Samuel	as	

students	wept	in	repentance,	cried	out	to	

God	in	praise,	and	embraced	one	another	

in	deep	fellowship.

One	of	the	most	memorable	messages	

that	Pastor	Sammy	gave	to	us	was	a	call	to	

repentance.	However,	he	didn’t	call	us	to	

come	as	individuals	but	as	a	community.	

Pastor	Sammy	spoke	from	Joel	1-2	and	

called	us	to	return	to	the	presence	of	the	

Father	as	a	community.	As	the	evening	

progressed,	our	students	returned	into	the	

presence	of	the	Father,	together.	It	was	a	

powerful	evening	as	everyone	cried	out	to	

God	and	God	poured	out	the	Holy	Spirit.	

Singing,	laughter,	and	joy	filled	the	house	

as	retreat	continued	on.

This	year	was	a	special	retreat	for	

everyone.	We	particularly	want	to	thank	

the	Orison	Staff	team	that	worked	so	hard	

to	put	everything	together	from	food,	

housing,	activities,	and	more!	We	want	

to	thank	our	college	PTA	for	providing	

us	with	prayer	and	delicious	food	on	

our	final	evening.	And	last	but	not	least,	

we	thank	the	church	for	the	constant	

prayer	and	support	for	our	ministry.	We	

look	forward	to	another	year	of	ministry,	

discipleship,	and	friendship.

See	you	next	year	at	Orison	Ministry’s	

Winter	Retreat!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Joel	2:32a)

Return to the Lord!
Hyunsu	Jeong

Orison’s	2018	retreat	was	focused	on	

Returning	to	Christ.	More	than	40	college	

students	gathered	in	a	house	to	share	3	

bathrooms,	1	smaller	than	expected	living	

room	and	4	days	of	intimate	proximity.	I	

have	always	struggled	to	open	up	and	be	

vulnerable	with	Orison.	We	talk	about	the	

church	being	body,	made	up	of	different	

parts.	We	have	different	roles	and	we	need	

each	other	to	function.	When	you	lose	

a	body	part,	you	can	feel	the	pain	and	

difficult	experienced	because	of	it.	You	

can	feel	the	lack	of	its	presence.	But	what	

if	you	come,	as	though	you	do	not	belong?	

After	6	months	of	joining	and	leaving	대

학부,	then	coming	to	Orison,	I	felt	like	a	

amputated	arm,	joining	a	foreign	body;	a	

sojourner	in	a	foreign	nation.	So	what	else	

to	do,	then	to	act	like	I	belong?

There’s	nothing	transformative	about	your	

life	with	behavior	modification.	Simply	

changing	my	behavior	would	not	be	

enough.	God	is	in	the	business	of	trans-

formation	not	modification.

There	is	a	closeness	that	occurs	when	

you	spend	an	extended	period	of	time	

with	people	in	a	confined	place.	Such	

is	the	case	with	retreats.	But	there	was	

something	very	different	with	this	retreat.	

Something	permanent.	The	Joy	of	Salva-

tion,	when	you	experience	it,	you	don’t	go	

back.	The	Blessed	assurance	of	a	loving	

father	is	a	comfort	like	no	other.

The	retreat’s	main	theme	was	based	on	

Returning.	Returning	back	to	our	original	

state.	We	are	intended	to	be	Sons	and	

Daughters	of	God!

QPEM 수련회 특집 - 대학부

“ENLIVEN” Retreat Re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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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속의 음식-과일 및 채소류

성경에서 과일과 채소가 가장 먼저 언급된 다음의 창세기 구절에 의

하면	과일과	채소는	하나님께서	창조	후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먹

거리였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	1:29).	식물학적,	사전상	과일	(fruit)의	정의는	씨를	가진	

나무나	다른	형태	식물의	먹을	수	있는	열매이다.	이	정의에	기준해	

위의	구절의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과일나무로	해석할	수	

있겠고	과일은	호도나	아몬드같은	nut류도	포함함도	알	수	있겠다.

성경 속의 과일
Hebrew	Bible	학자인	Dr.	David	Moster에	의하면	과일들이	다음

의	8가지	측면에서	성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과일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창세

기	38:6절의	‘다말(Tamar)’은	‘대추(date)’란	뜻이고	역대상	2:43절

의	‘답부아(Tappuah)’는	‘사과(apple)’의	뜻이며	사무엘하	4:2절의	‘

림몬(Rimmon)’은		‘석류(pomegranate)’의	뜻이라고	한다.	두번째,	

과일은	수많은	도시와	성읍의	이름으로	쓰여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여호수아	11:21절의	‘아납(Anab)’은	‘포도(grape)’를	뜻하고	여호

수아	15:32절의		‘림몬(Rimmon)’은	‘석류	(pomegranate)’를	뜻하

며	여호수아	12:17절의	‘답부아(Tappuah)’는	‘사과(apple)’를	뜻함

이다.	세번째로는	과일의	이미지가	장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8:33-34절에서	아론의	제사장	의복에	청색,	자

색,	홍색실로	석류(pomegranate)를	수놓았고	열왕기상	6:29절에서

는	솔로몬의	성전	내	외소	사방	벽에	종려와	핀	꽃	(palm	trees	and	

open	flowers)	형상을	아로새겨놓고	있는	것이다.	네번째는	과일이	

법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수기	6:3절에서나실인은	

포도로	만든	산물	(포도주,	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나	신명기	24:20절에서는	감람나무

를	떨거나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감람과	포도	남은	것은	객과	고

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법이	있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과일

이	비유와	은유의	대상으로	사용되어지고(아	7:9;	호	9:10)	여섯번째

로는	저주와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거나	(신	28:40,	8:8)	일곱

번째는가름침을	위한	비유의	대상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다	(잠	

27:18;	겔	18:2).	마지막으로	과일이	식품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

으로	민수기	13:23절에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실제로	가나안땅에

서	가지고	온	식품	(포도,	석류와	무화과)으로	언급된	것과	창세기	3

장에서	아담의	아내,	하와가	먼저	먹어서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게	

최성은 집사

Sung Eun Choi, PhD, R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Nutrition and Exercise Sciences
Queens College, CUNYFruits & Vegetables

과일 및  
채소류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열매가 열렸더라..

된	선악과로	언급된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	3:6).	이렇게	8가지	방면으로	과일이	다르게	사용된	것을	보면	과

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식품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것으

로	생각되어진다.		

과일	중	포도	(grape),	올리브	(olive),	대추(date),	무화과	(fig),	석

류	(pomegranate),	아몬드	(almond)	이	6가지	과일이	성경에서	자

주	언급되며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과일

로	여겨지고	있다.	포도(grape)는	가장	중요한	성경	속의	과일로	생

각되어지며	지난해	아가페12월호	‘포도주’편에서	고찰되어졌으므로	

본	글에서는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올리브(olive)	나무는	천천히	성

장하나	오래사는	상록수로서	지중해성	기후에	고유하게	적응한	식물

이다.	올리브는	그의	열매로서	성경에서는	‘감람’으로	언급되고	있다.	

올리브의	최초	이용	목적은	의료용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연소시	

매우	우수한	조명	능력때문에	고대	기름램프의	원료로	올리브유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리용이나	dressing으로도	사용되어왔고	

지금까지도	지중해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리유가	바로	올리브

유이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용도들과	관련하여	‘비유’용법으로	‘감람’

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출	27:20;	삿	9:8-11;	롬	11:17,	24)

대추	(date)는	성경에서	종려나무로	언급되는	(신	34:3,	시	92:12)	

palm	tree의	달콤한	열매로서	성경에서	언급되는	꿀의	대부분의	원

료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대하31:5).	이	종려나무는	깊은	뿌리	체계

를	가지고	있지	않아	관개시설	(irrigation)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에	늘	물이	있는	오아시스	주변에	자리잡고	있고	이를	성경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출	15:27).	그래서인지	시편	1:3절에	나오는	시냇가	나

무의	열매는	대추(date)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무화과	(fig)는	두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com-

mon	fig이고	다른	하나는	sycamore	fig이다.		Common	fig는	다음

의	성경	구절들에	나와있는	무화과들로	생각되어지며	(무화과와	석

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신8:8;	왕상	4:25;	욜2:2;	마	24:32;	

막	13:28;	눅21:29-30;	막	11:13,	20;	눅	13:6)	Sycamore	fig는	다음의	

성경구절에	언급되고	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sycamorefig	tree)

를	재배하는	자로서,암7:14;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sycamorefig	

tree)	같이	많게	하였더라,왕상	10:27).	또한	흥미로운	것은	몇몇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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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in Bible 연재로 7
개월간 아가페독자들에게 
성경말씀으로 풀어가는 
음식에 대한 풍족한 지식을 
나누어주신 최성은집사님과 
마지막 연재를 마치는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Food  in Bible연재를 시작하면

서 성도들과 나누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식품(Food)을	매개

로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연재	원칙은	철저히	성경	위주로	

하는	것이였습니다.

연재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보람되었던 일이 있다면? 성경을	

깊이있게	연구할	수	있었던	것과	

대중	건강을	위한	메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나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은혜:성도님

들,	특별히	존경하는	장로님들께

서	주신	따뜻한	반응과	격려에	은

혜받았습니다.

도전:	연재를	위해	접한	성경	관련	

문서,자료	해석에서	오는	영적	도

전으로	영적으로	바른	입장에	서	

있어야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재를 마치는 소감을 말씀해 주

세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어	후

련함도	있고,	제	소명을	돌아볼	때	

더	많은	성경연구와	기도가	필요

함을	느낍니다.

Food in Bible 연재로 
성도들에게 음식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어주신 최성은집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다른 
흥미로운 연재와 함께 
아가페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	관련	문서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가	무화과로	묘사되

고	있고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뒤	부끄러움을	깨닫고	몸을	가리는데	

사용된	잎이	무화과	잎이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

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	3:7).	비록	

성경에서는	선악과가	무슨	과일이었는지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기독교	전통에서는	선악과를	사과	(apple)로	생각하는데	이는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은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이	아담과	이브의	

그림에	그렇게	표현한	결과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석류(pomegranate)는	카스피해	남부	(이란)와	터어키	북부	지역이	

원산지인	과일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의료용으로	각광받고	있고	유대

인들의	도상학	(iconography)이나	동전(고대부터	현대까지),	르네

상스	시대의	기독교	장식물에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성경

에서도	석류	문양이	장식으로	사용된	구절이	있으며	(출	39:24-26;	

왕상	7:18,	2)	아가서에서는	석류즙이	언급되어진다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아	8:2).

아몬드(almond)는	성경에서	살구	열매로	언급되고	있으며	민수기

에	언급된	그	유명한	싹난	아론의	지팡이에	열린것이	바로	아몬드였

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	(al-

monds)가	열렸더라,민	17:8).	히브리어로	아몬드는	sheked라고	하

는데	이것의	어원은	‘열심’,	‘지킴’,	또는	‘깨운다’에서	온	단어로서	랍

비들의	해석들에	의하면	제사장의	직분이란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

님앞에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

이에서	 ‘깨운다’라는	의미를	지닌	sheked,아몬드가	열린	것이라는	

것이다.	이	아몬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가져

갈	것을	권유한	식품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창	43:11).	그	꽃의	형상은	

광야	성막의	등잔대의	장식으로	사용되었고	(출	25:33-34,	37:19-

20)	전도서	12:5절에서는	나이들은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성경 속의 채소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후,	애굽에	있었을	때	값없이	먹던	오이(cu-

cumber)와	참외(melons),	부추	(leeks),	파	(onions),	마늘	(garli)

을	그리워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는	이러한	채

소류를	먹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민	11:5).	여기서의	melon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	재배되었을		water	

melon이나		musk	melon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Onion은	예로

부터	만병통치약으로	불리워지며	이	지역에서	6000년	이상	부식으

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언급

되고	있다.	 	이사야서	1:8절에	언급된	“참외밭	(field	of	melons)”

은	오이	(cucumber)밭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열왕기상	21:2절에서

는	“나물밭	(a	garden	of	herb)”을	삼게	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이	시대에	herb류의	채소가	재배되었던	것으로	생각된

다.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야생으

로	자라며	중동지방	요리에	사용되는	쇠비름	(purslane)이	성경	시

대에도	자랐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으므로	이런	종류들

이	그	밭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	외에	성경에서는	채소

류(vegetables)가	구체적인	종이	아니라	집합적인	명칭으로	사용되

고	있다	(잠15:17,	신11:10-11,	왕상	21:1-2,	단	1:16,	롬	14:2,	민	11:5,	

삼하	17:27-29).

건강에 좋은 과일 채소류
현대인의	영양에	있어서	과채류의	섭취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의	

섭취와	암과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항산화제의	섭취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기에	영양학자들에	의해	여러	캠페인을	통해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		물론	당뇨라든지	신장병	등의	질환으로	인해	특정	과채류를	자

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중	건강을	위해서는	과채류	섭취는	반

드시	권장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에	의한	과채류	일반	권장량은	하루

2컵의	과일과	2.5컵의	채소이고	식사시	자기	식기의	반을	과채류로	

채울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별히	그리스,	이태리남부,	스페인	지역

에서	섭취된	지중해	식이	(Mediterranean	diet)는	심장건강에	좋은	

것으로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식이에서는	과채류,	통곡

식,	nut	등의	식물성	식품	섭취가	강조되고	있고	특별히	버터같은	포

화지방산	유지대신	올리브유같은	건강에	좋은	식물성	기름의	사용과	

적정량의	포도주	섭취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	지중해	식이에	포

함된	건강에	좋은	과채류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여	본	글에서	언급

된	과채류들이므로	건강을	위해	많이	드시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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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주년 장학생선발

따뜻한 이웃섬김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장학생 선발 안내

장학위원회에서는 2018년  2월 교회 설립 44주년을 기념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대상은 초등부  

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퀸즈장로교회 교회학교 6개월 이상 출석한 학생입니다. 신청방법은 각 부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내용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만 가능)

44주년 기념 장학생 선발 내용은: 나이에 따라 4그룹으로 나뉘며,각 그룹에 주어진 영화를 보고, 감상문과 

영화에 관해 주어진 몇가지 질문에 답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교회학교 예배 출석과 프로그램 참여율, 학교성적, 지역사회 봉사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신청서 마감은 2월 18일(주일)이며 신청서와 감상문을 심사하여 2월 25일(주일) 시상합니다. 퀸즈장로 

교회설립 44주년을 기념하여 차세대 양육의 비젼을 실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비젼과 꿈을 안겨줄 

수 있는 장학생선발에 교회학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VAN ALMIGHTY | 초등부
영화 속 에반이라는 인물은 하원의원 선거

당시 선거 문구였던 “세상을 바꾸겠다”는 

내용때문에 신의 선택을 받게 된다. 에반 앞

에 나타난 신은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방주

를 세우라는 미션을 준다. 에반은 개인의 삶

이 완전히 뒤틀려져 ‘뉴욕노아’ 라는 별

명을 얻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채 집 앞마

당에 방주를 만든다. 영화속에서 갖은 우여

곡절 끝에 신의 명령을 수행한 에반의 뉴욕

판 노아의 방주로 인간들에게 들려주는 신

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LETTERS TO GOD | 중등부
휴가를 간 친구를 대신해 임시 우편배달부

가 된 브랜디와 소아암(뇌종양) 에 걸린 8

살 소년 타일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

지는 이야기이다. 타일러는 매일 ‘Letters 

to God-하나님에게 보내는 편지’ 을 써서 

우편함에 넣는 일을 반복한다.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타일러가 희망의 메세지를 전하며 씩씩하게 

투병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와 임시 우편배

달부 브렌디의 기적같은 변화, 직장 상사와 

지역교회 목사와 샘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

과 충고를 통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

여주고 있는 영화이다.

CHRONICLES OF NANIA: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 고등부
원작의 저자 C.S 루이스(1898 - 1963) 는 옥

스포드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였고 원래 철

저한 무신론자였다가 32세 즈음에 회심을 

한 후, 치밀한 논리와 문체로 기독교를 설명

해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는 칭

호를 듣는다. 어린이를 위한 판타지 소설인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 기독교의 심오한 

사상들을 판타지라는 장르에 잘 녹여서 환

상적으로 표현내었다. 영화속 등장인물과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흥미진지하게 성경

의 진리를 찾아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THE SHACK | 대학, 대학원생
영화속 주인공 맥의 막내 딸 미시는 가족 

여행 중 유괴되고 경찰은 버려진 한 오두막

에서 아이들만 노리는 악명 높은 연쇄살인

범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증거를 찾아낸

다. 4년 후, ‘거대한 슬픔’의 그림자 속에

서 살아오던 맥은 하나님(영화속 파파)으로

부터 메시지를 받는다. 파파는 맥을 범죄의 

현장인 오두막으로 이끈다. 맥은 그곳에서 

주말동안 파파와의 만남을 경험한다. 삼위

일체의 성부, 성자와 성령은 각각 인간의 형

태로 출현해서 ‘거대한 슬픔’에 잠긴 맥이 

오두막에 있는 세 사람과의 길고도 심오한 

대화와 때론 격렬한 토론을 통해 삼위일체

와 사회적,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을 유

기적으로 연결하여 풀어내고 있다.

와우~			‘쌀과	라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무엇에	쓰려고	이렇게	많은	쌀과	라면이	교회	

복도에	있는	것	인지	왕	궁금함으로	알아봅니다.

마음까지	얼어붙을	듯한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훈훈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5-6분의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을	위해	쌀

150포대와	라면	150박스를	도네이션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전한	무명의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보다는	보이지	않게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다운	향기가	온	

땅에	가득히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번	도네이션으로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예배부와	교육부서의	250여	가정에	사랑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가가호호	사랑의	섬김으로	배달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전도사님,	교역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밥 먹을까? 
라면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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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변화된	퀸장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1. 주일 장년 예배 시간

주일	장년예배가	1	(8:30AM),2	(10:30AM),3	부(12:15PM)로	조정되고	4부	예배(2PM)는	청
년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매주일	오후	4시에	드려지던	주일저녁예배가	없어졌으며	2:15PM-
3:15PM에는	퀸장	바이블	칼리지로	장년성경공부가	있고	한달에	한번은	선교회	월례회	일정
이	있게	됩니다.	이로인해	공식적인	주일	공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이	오후	3시	15분에	끝나게	
됩니다.	담임목사님과	당회는	주일	오후시간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안식할	수	있
도록	공예배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2. 찬양국

찬양국(국장	이무근장로)에	특별찬양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합창단	(글로리아싱어스,	그레
이스,	킹스콰이어,	블레싱,	헤리티지)	과	지난	해에	창단이	된	앙상블	(쥬빌리,	두드림,	주향)
을	산하기관으로	두었습니다.	기존의	4개의	찬양대	-1부	임마누엘,	2부	호산나,	3부	시온,	4
부	할렐루야	찬양대와	경배와	찬양에	2부	마라나타,		4부	마나하임,	수요예배	베리타스팀이	
예배를	섬깁니다.		

매주	수요일에	예배를	섬기던	연합찬양대는	교회	사역부서별로	세워질	특별경찬팀	찬양으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1월에	교역자	경찬,	교육위원회	경찬,	
장로	경찬을	선보였으며	앞으로	세워질	각	사역부서의	특별	경찬팀이	기대가	됩니다.

	

3. 장년성경공부위원회

양육국(국장	홍승룡장로)의	장년성경공부위원회에서	퀸장바이블	칼리지	(QBC)를	1월	7일
(주일)개강하여	주일	2:15PM-	3:15PM	에	5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12주간(3월	
25일	종강)	에	걸쳐	하나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로	옮겨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주일	장
년예배를	마치면	5개의	강의실로	이동하는	장년성도들로	인해	온	교회가	북적이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양육국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QBC는	퀸장	장년성경공부	역사상	가
장	많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교회식당 운영시간

주일	공예배시간이	조정됨으로	인해	교회식당운영시간도	바뀌었습니다.

주일	교회식당	운영이	9:30AM-	2PM	으로	마지막	배식이	2시로	조정된	것은	2시15분부터	
진행되는	장년성경공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부서들은	봉사
와	섬김의	시간을	잘	조절하여서	식당운영시간	안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5. 교육부 예배와 특별활동부 연습시간

영아부-	초등부까지는	1부	10:30AM,	2부	12:15PM으로	2번의	예배가	있고	중등부와	고등부
는	10;30AM	에	한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공예배	마치는	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특별활
동부서	연습시간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와나	(2PM-	3:30PM)	,	Ainos	2	(1:30PM-	2:20pm),		
Ainos	기초반	(2:15PM-3:15PM),	Anios	1	(2:30PM-3:30PM)	
G2G	(10:30AM-	11:30AM),	하랑예찬	(11:40AM-	12:40PM)

또한	교육부에서는	성도들의	장년성경공부	독려를	위해	QBC	시간인	2:15PM-3:15PM에	영
아부실에서	어린	자녀를	돌봐준다고	합니다.

2018년 퀸장의 달라진 풍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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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희 권사(안나), 황주현장로, 류순영 권사, 정혜자 권사, 이유숙 정답자 추첨은  정해성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응 모 자

가로 푸는 열쇠 세로 푸는 열쇠

십자말 성경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 참여방법	 낱말을	다	맞춘	후	정답지를	친교실에	

	 비치된	응모함에	넣어	주세요	

2. 응모기간	 2월3일(주)	~	2월21일(수)

3. 당첨자 발표	 정답지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아가페	2018년	3월호에	발표합니다.

4. 상품안내	 퀸즈장로교회	친교실	식권	10장씩

1.	 맹세의	우물	(창	21:31)

4.	 이	달의	우리교회	표어

6.	 ‘다시’	의	강조	(부사)

8.	 다윗의	30	용사	중의	한	사람인	엘리아바의	고향	(삼하	23:32)

10.	 사돈댁의	존칭	(명)

12.	 마구	죽임.	도륙	(	시	44:22)

14.	 기아	맞은편에	있는	언덕	이름	(삼하	2:24)

15.	 유대	북방	아골	골짜기	근처에	있는	땅	(수10:38)

16.	 북아라비아의	드단족	(창	25:3)

17.	 아담의	부인	(창	3:20)

18.	 조심스럽게	(관주성경	창	24:6)

19.	 베냐민	지파	시므이의	부친인데	솔로몬의	식료품을	감독하는	장관

이다	(왕상	4;18)

21.	 레위의	장자요	립니와	시므이의	부친	(출	6:17)

24.	사무를	보는	방

26.	슬기로운	사람	(신	16:19)

28.	다윗의	아들	(대상	14:7)

29.	나이가	젊었을	때	남편을	여윈	여자	(고사성어)

2.	 에훗이	후심에게서	낳은	아들	(대상	8:11)

3.	 지구	표면의	염분	섞인	물로	덮인	부분	(창	1;10)

4.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제물	(눅	21:1)

5.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큰	도시.	미군부대가	많음	(지리)

7.	 고향.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마을이나	지방	(삼상	6:18)

8.	 소아시아와	마게도냐간	에지안	해	중에	있는	한	작은	섬	(행	16:11)

9.	 소아시아의	한	도시.	북은	흑해요	남은	갈라디아이다	(행	2:9)

10.	 다윗의	용사	중	한사람	(대상	11:44)

11.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창47:29)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음	(창	24:27)

13.	 바산의	동쪽	경계에	있는	성읍	(신	3:10)

14.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모세가	보낸	단	지파의	두령.	

그	말리의	아들	(민	13:12)

18.	 나귀턱뼈로	블레셋인	천명을	죽인	장사	(삿13:24)

20.	가나안의	남방	경계에	있는	성읍	(창	10:19)

22.	에돔	족속의	조상	(창	36:4)

23.	베풀어	주는	혜택	(창	6:8)

25.	꽃이	없는	열매	(	창	3:7)

26.	젖이	불어	저절로	나오다	(국어)	??

27.	무슨	일에	나설	것을	제	스스로가	청함	(삼상	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