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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시론 CONTEMPORARY ISSUES

We Are One Family   

Last week, two black men were arrested at a 
downtown Starbucks in Philadelphia.
 
It made me contemplate about many things, 
one being that we still live in a world of bias 
and discrimination.
 
Freedom, which is gift from God cannot be 
limited or enjoyed selectively.
 
In the United States, where many different 
kinds of people are living together,
 
if we do not live with the mindset that we are 
one family, then the heart of God, who made 
this country, will hurt deeply.
 
Look at the radiant skies of M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The prayer that Jesus taught is for the month 
of May, family month.

我们是一家人

上个月，在费城的一家星巴克咖啡店里，

发生了两位黑裔被报警并且遭到逮捕的事件。

因着这起事件的发生，让我思考了很多；

原来我们依旧还是生活在一个充满了偏见和差别对待的

世界里。

神所赐予的自由是一份礼物，

不是有些人可以随心所欲得自由，有些人却要受到限制。

我们被呼召不是去做别人的审判官。

 

在这个多民族文化混合群居的美国，

生活的方式本该就是不同的，

最重要的是彼此相对的目光应该存有温柔。

相比用偏见和差别对待，更多的应该是相抚包容和接纳。

在这个有着最多种族的美国，

如果没有怀着我们是一家人的心态，

就会让创造美国的上帝伤心。

 

让我们一起仰望5月蔚蓝的天空，

“我们在天上的父…”

这是主耶稣所教导我们的祷告。因为5月是确切的家庭月。

Мы одна семья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был инцендент когда в 
кафе “Старбакс” два темнокожих молодых 
человека, сидели и ничего не заказывали, в 
результате оказались в полиции. Этот случай дал 
задуматься о многом. Мы все еще живем во время 
предубеждений 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Бог даровал 
нам всем свободу, и нельзя чтобы ею пользовались 
одни, а другие нет. Мы не призваны чтобы судить 
других людей.

Америка страна где живут сотни наций. Она 
должна жить по другому.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олжен быть теплый взгляд друг ко другу. Вместо 
предубеждений 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должна быть 
взаимопомощь и выручка. Если мы не будем жить 
как “одна семья”, то думаю Америка причинит 
много боли нашему Богу.

Посмотрите на голубое, голубое майское небо.
“Отче наш Сущий на небесах”
Иисус научил нас этой молитве, ма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есяц семь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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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교회 광고
 

헌신예배

5월 9일(수) – 아론, 사라선교회

5월 16일(수) – 특별활동위원회

 

효도관광

5월 14일 (월)

 

제 12회 아이노스 연주회

5월 19일 (토) 오후 7시

장소: 본당

 

가정의 달 연합예배

5월 20일 (주) 오후 4시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 유아부

5월 20일 (주) 오전 10:30, 오후 12: 15

장소: 2층 유아부실

 

제 56기 전도폭발 수료예배

5월 23일 (수) 오후 8시

 

전교인 한마음 축제

5월 28일(월) 메모리얼데이

장소: BELMONT LAK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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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 부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랑했기에 좋은 친구가 되어서 결혼했습
니다. 그러나 바쁘게 살다 보니 아름다운 
연애 감정은 잊어버리고 대화도 사라졌습
니다. 연애 때 맺었던 관계는 결혼으로 끝
이 났습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새로운 관계
가 시작되었고 서로를 알아가며 온전한 일
체감을 찾아가야 하는데….
신혼시절 아내와 남편에게 집중되었던 관
심과 사랑은 첫 아이의 출산과 함께 대상이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자신과 한 몸
이었던 아기에게 끝도 없이 쏟아지는 사랑
을 주체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은 소외되어 
갑니다. 아내는 힘겨워 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기쁨과 근심이 자녀에
게서 비롯됩니다.연인에서 부부로, 부부에
서 부모로 옮겨가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는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각자의 관심사에만 꽂혀 있습니다.
관심은 간섭으로 바뀌고, 다름을 인정하는 
화합은 다름으로 인한 다툼이 됩니다. 주
장과 불만은 커지나 이해와 수용은 작아집
니다. 생활의 익숙해짐으로 존중이 사라집
니다.
성장한 자녀가 곁을 떠나고 부모에서 ‘익
숙치 않은 부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녀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은

퇴 후 존재감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
고독’이 찾아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위상
도 바뀌는듯 합니다. 둘만 남았음을, 소
중한 존재임을 다시 알아갑니다. 부부에
서 다시 연인으로, 친구로 변해갑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 2:24) 
 
한 몸을 이룰 사람은 자녀가 아닌 아내이며 
남편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께
서 맺어주신 배우자를 여러분은 얼마나 알
고 계신가요?

1. 배우자의 가장 친한 친구 3명은?
2.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옷은?
3. 배우자가 청년기에 출석한 교회는?
4.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3가지는?
5. 배우자가 좋아하는 색깔은?
6.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7.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8. 배우자가 요즘 가장 큰 스트레스는?
9. 배우자가 요즘 사고 싶어하는 것은?
10.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은?
12. 배우자가 나에게 바라는 것은?
14. 배우자 나와 같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15. 배우자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휴가 장
소는?

몇가지나 답을 하셨나요? 
부부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대화는 많이 하시나요?
애정표현은 자주 하시나요?
사적인 모임에 부부동반으로 자주 나가시
나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쭙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이 없이도 남편(아내)에
게 전화하실 수 있으신가요? 전화번호를 
못외우시지는 않겠지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이 소중합니다.
애지중지 마음 조리는 자녀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남편(아내)를 가장 먼저 소
중하게 섬겨보심을 어떠신지요.

가정의 달 - 부부

온전한 부부로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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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꿀 같은 말씀

요즘	시대는	4D의	시대라도	합니다.	4D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Disappointment(실망),	Desolation(외로음),	Depression(침체)	

Desperation(절망)

현대	사회가	전체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에	이	4D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연합	여선교

회	수련회와	갓즈윌		청장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두	수련회는	장

소와	시간,	대상이	달랐지만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쁨’이

었습니다.

강사목사님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고	모든	진행자와	회원들,	섬기는	

자들의	얼굴에	기쁨이	환하게	넘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쁨은	인

생에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첫	

질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	답

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본문	2절에	‘기쁜	마음’이라는	구절이	나옵

니다.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거할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

십니다.

(출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가	됩니다.	모든	건물이	

아무렇게나	짓지	않는	것처럼	성소도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는	것

이	아닙니다.

(출 25: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에는	오늘	본문부터	이	성소를	어떻게	지으라는	하나님의	

지침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규

빗은	손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로	한	규빗은	45cm	-	50cm	정

도가	됩니다.	성소는	매우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약	길이는	

50m,	넓이는	25m,	동쪽에만	문이	있고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성막	전체를	감싸는	휘장이	있고	마당에는	번제와	물두멍이,	

천으로	덮인	곳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왼쪽	등잔,	

오른쪽	떡상,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증거궤가	있으

며	십계명	돌판,	만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성소와	지

성소에는	덮개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등대를	

어떻게	만들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성소를	지

을	때	기쁨	마음으로	바친	예물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출 25: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왜	성소를	지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바친	예물로	지으라고	하셨을까

요?	기쁨으로	바친	예물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기쁨이	아

닌	억지로의	예물,	인색함의	예물은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

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신을	충만한	기쁨으로	내어	놓으셨고	그런	기

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요 15: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기쁨으로	충만한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	모차르트	콩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가	참가하

여	본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선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	본선에는	직접	참가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영상으로	제출하

라고	하였답니다.	거기에	참여한	우리	교회	어린이는	본선	참가보다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부모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물

어	보았을	때	본인이	기쁨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직접	참가하지	않았

기	때문에	좋은	성적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은	사순절도	자녀들과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사순절

이	다	끝나고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갈	때	그	어린이가	1

등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예배에는	기쁨의	희생이	필요합

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희생을	받으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늘	예배드립니다.	헌신	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기쁜 마음으로

2018년 4월 8일 주일설교

출애굽기 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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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헌신과	봉사에	꼭	있어야	할	기쁨은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와	

같은	예배와	헌신,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본문

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회개 하라	

성전의	마당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죄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회개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회개하였을	

때에	기쁨이	다시	찾아	왔습니다.

(시 51: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

이다  

(시 51: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빨래하는	세제의	이름	중에	JOY-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다는	의미에서	JOY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

니다.	죄가	깨끗이	처리	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2. 기도하라	

심방하면서	가정	,	사업장에	말씀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

정집에	많이	걸려있는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살전 5:16) 항상 기뻐하라   

(살전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요 16:24b)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

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는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3. 말씀을 먹으라	

여러분은	금식을	자주하십니까?	

가끔	금식할	때	느끼는	것이지만	

먹는	즐거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렘 15:16b)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번	여선교

회	수련회의	주제는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각	

예배의	설교	제목은	모두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려내는	말씀,	읽어지는	말씀	들려오는	말씀,	숨겨

놓은	말씀	나타내신	말씀,	천국보는	말씀	지옥아는	말씀”

이것이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이	맛난	영의	양식	육

의	양식을	먹으며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개,	기도,	말씀이	기

쁨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없는	예배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억지로	봉사하는	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시 46:4)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

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성소는	기쁨이	흘러야	합니다.	기쁨	마음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

길	축원합니다.

송이꿀 같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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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5일 주일설교 (요한복음 19:1-16)

에케 호모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온	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예
수님을	보라고	합니다.

에케	호모(Ecce	homo)=보라,	

이	사람을!/Behold	the	man!

사람들의	외침에	밀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

가	내어	주는	빌라도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

다.	우리는	“에케	호모”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

아야	합니까?

	

1. 그는 구원자이시다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의	죄를	찾고	찾았던	빌라

도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면	누가	죄인

입니까?

Forget(잊어버려라), Forgive(용서해라)

채찍과	찔림으로	일그러진	예수님은	우리를	향

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잊었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	채찍과	찔림의	예수님은	우

리	죄를	용서하시고	잊으신	구세주이십니다.

	

2. 그는 왕이시다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네까짓	것

이	왕이냐,	한	번	이	색깔의	옷을	입어보라고	조

롱으로	입게	한	옷이지만	그는	진짜	왕이셨습니

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었고	또	있지만	진

전한	왕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왕은	아무도	없습

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	중의	왕,	말씀하는	대로	

온	세상이	다	움직입니다.

	

3. 그는 친구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상한	결

정을	하는	자들	많습니다.	맺고	끊은	것이	정확

하지	않는	이	시대의	빌라도가	많습니다.	빌라도

가	허물어진	결정적인	말은	“자꾸	예수	편을	들

면	당신은	더	이상	황제의	친한	친구가	될	수	없

소.”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는	큰	사랑

의	친구이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듯이	예

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진정으로	원하는	친구

입니다.

2018년 4월 1일 주일 설교 (고전 15:12-22)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

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잠자는	자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모든	믿는	자

를	말합니다.	첫	열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곳

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

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 내 인생의 근본이 되신다.

자기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근본이	되는	삶은	늘	건강합

니다.	반드시	창대하게	됩니다.

근본이	든든해도	어떤	근본이냐가	중요합니다.

근본이	다르면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것이	달라

집니다.	나무와	열매는	그	뿌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	되십니

다.	능력과	지혜가	많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

생의	근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나는	다르게	삽니다.

	2. 내 미래의 보증이 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

은	내	미래에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래를	스마트폰에	의지하며	함께하려

는	자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인	점점	많

아집니다.

나의	미래를	정치와	경제에	달려있는	줄	알고	그

곳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내	

힘에	달린	줄	알고	스스로가	자기	목자가	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미래

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에게	달려	있습니다.

2018년 4월 15일 주일 설교 (출 26:1-37)

성막을 만들되

성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1. 내면이 멋짐

성막이	겉으로	볼	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성막을	밖에서	보면	겉에는	흰	천으로	둘려	있고	

성막의	덮개가	보이는데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어서	칙칙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그	안은	다릅니다.

첫	번	때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았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	털로,	세	번	째와	네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안	쪽으로	갈

수록	더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성막처

럼,	예수님처럼	겉모양	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

람이	되어야	합니다.

	

2. 기초가 든든

은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

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드린	은으로	받침을	만들

었는데	그	은은	자기들의	구원받은	생명의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속전	때문에	우리

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영원한	기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없을	것입니다.

사순절,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절기는	지났으나	

십자가와	부활에서	멀어지고	다른	것을	붙잡으

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	부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3. 구분이 분명

본문은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음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섬김의	장소입니다.	향을	

피워야하고,	빛을	밝혀야	하고,	새로운	떡을	진

설해	놓아야	합니다.	지성소는	영광의	장소입니

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는	자리입니다.	천

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찢으셨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하늘을	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3월 담임목사 설교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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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특집 – 교역자 칼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에	관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간	난감

한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8일	주일	4부	예배	때	전했던	“21세기	크리

스천:	가족”이란	설교	제목을	보고	제게	부탁하셨는데,	그	설교는	제가	가

족에게	너무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며	쓴	설교였고,	삶이	따라주질	않으니	

선포하기	가장	어려웠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글까지	쓰려니..	하

나님께서	‘좀	변해야	하지	않겠니’하며	쐐기를	박으시려는데	순종한다	생

각하며	‘말씀’과	‘복음’이	일러주는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성도님들

과	나누려	합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	이란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가	가족처럼	

하나되어	서로를	아끼고	돕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혈육으로	이루어진	것

이	가족이듯이	예수의	피로	하나된	교회	성도가	더	큰	의미의	한	가족이라

는	참으로	따뜻한	말입니다.	새가족	수료자의	간증을	들어봐도	갑작스럽게	

아이가	입원하게	되었는데	구역	식구,	선교회에서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예

상치도	못했는데	교역자들이	병원으로	심방	오시고	해서	교회가	한	가족

임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한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이	‘예수	안에	한	가

족’이라는	아름다운	문구가	성경적이기도	하고	교회의	목표이기도	한데,	

그렇게	아름답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	가족다워

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아픔과	상처가	심한	사람은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가족이	가족다워야	함이	분명합니다.

	

1. 불신자보다 악한 자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누구든지	자

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

다	더	악한	자니라”	(딤전	5:8)	불신자보다	악한	자!	믿음을	배반한	자!	얼

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오늘	날에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	열심

히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분이	‘글쎄요..	별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

습니다.	‘배신자’	즉	‘매국노’라는	표현은	그	어떤	단어보다	큰	욕이었지요.	

특히	목숨을	걸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원에게	‘믿음을	저버린	자,	

불신자’라는	표현보다	더	부끄러운	단어가	있을까요?	있지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8)	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딤전	5:8)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

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입니다.	왜	그런가요?	전도폭발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등,	하지	말아야	할	것

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

이	사랑하지	않는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또한	행

동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등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죄를	짓게	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

예수 안에 한 가족
- 오인수 목사 -

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가족에게	해를	가하

고	짐을	지우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막상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가족에게	있지	않고	일이나	TV,	핸드폰에	있으면	

이	또한	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하

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당연할텐데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

닌지,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있나요?	가족과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나요?	혹시	‘당신

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구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2014년	10월	13

일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에	몇	사람이	검진을	받았는데	일주일	후	그들

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말을	전하고	누군가에

게는	6개월,	누군가에게는	1년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검진	받았던	사람들

은	한결같이	놀라며	‘뭐가요?’	‘뭐가	문제인데요?’	묻지만	의사는	검진	결

과서를	주며	천천히	읽어보시라고	하고	자리를	뜹니다.	결과서에는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앞이	캄캄하셨죠?’	‘일주일	전,	우리는	문

진표를	통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보통	

몇	시에	퇴근하세요?’	‘보통	몇	시간	주무시나요?’	‘TV는	얼마나	보세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검진	받은	사람들은	일주일	전

에	이러한	질문에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진단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	시간들을	빼면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됩니다.’	56세	이건창	씨에게	남은	시간은	1년,	40세	김영

학	씨에게	남은	시간은	3년	11개월,	37세	장지현씨에게	남은	시간은	1년	8

개월이었습니다.	모두들	회사	일로	야근이	많았고,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

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맞벌이	때문에	아이를	친정에	맡겨야	했던	사연

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검진받은	자가	고백하듯이	‘실제로	나에게	남

겨진	시간이	이것이	맞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

watch?v=I0e-7qRBuj0)

	

2.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가족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요?	‘가족’이란	말을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

요?	엄마?	아빠?	겉으론	강하다가도	부모님	앞에서는	애가	되는	나의	모

습?	무조건	내	편인	사람?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	울고	싶을	때	찾아갈	

사람?	아무	말	없이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나?	좋

은	엄마,	아내,	딸이	되는	것인가요?			내	삶의	만족은	어디에	있나요?	자녀

가	잘	되는데	있나요?	일에	성공하는	것보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만

드는데	있나요?	성경은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가족	개념이	언제	등장할까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때일까

요?	그보다	조금	더	전에	아담이	창조	되었을	때부터	아담은	가족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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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나는	동시에	한	가족의	일원이	되듯이,	아담의	가

족은	성부,	성자,	성령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

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6)	

성부,성자,성령은	가족이	서로	닮았듯이	당신들의	모습을	꼭	닮고	당신들

이	하는	일을	함께	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이야말로	최초의	공동체

인	것입니다.	부부보다	먼저입니다.	여기에서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

냐’라는	곤란한(?)	질문의	답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

스도의	신부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깊이	잠든	후에	그	허리에서	하와가	나

왔듯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리를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죽

으신	후에	부활하시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담에게	가족하고	부부하고	

어느	것이	먼저	있었습니까?	가족입니다.	그런데	부부도	가족입니다.	그래

서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라는	질문은	사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곤란하고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요?	가족이	아닌	부부는	없

고,	부부가	없는	가족도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신앙	공동체는	가족이

었습니다.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	이	신앙	공동체는	가

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	자손들도	가족,	친족이었습니다.	신약의	초대	

교회	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가정	교회였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구분이	

딱히	없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교회	장소로	내주었고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행	16:15)	구원	받았습니다.	가정이	교회를	세우듯이	

교회는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구원받은	언약	공

동체라는	또	하나의	가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가정을	잘	섬긴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

님	효자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겠습니까?	그	중	하나가	“또	그	제자에

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

니라”	(요	19:27)	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효’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의	아들을	키우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죄송

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닌	요한에게	가

족을	맡기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주님은	보여주셨습

니다.	또한	예수님은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선

지자가	고향과	가족에게	환대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의	동

생	야고보는	초대	교회에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우리가	읽는	야고보서

도	썼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가족에게	잘하셨기에	

이러한	존경과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2:34-40).	십계명	또한	하나

님	사랑에	관한	4계명을	말하고	나머지	6계명이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

지요.	그	이웃	사랑	부분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	20:12)	

입니다.	이웃	중의	이웃은	부모님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은	부모님,	가족	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을	

돌보라는	이	계명을	왜곡하는	것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부모님을	책임지

고	모셔야	하는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고	‘고르반’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모습을	통탄해	하십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

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막	7:10-13)	이런	모습이야말로	전통을	지킨다는	이

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족 

	가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태

초	때도	그리했고,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족을	강조하십니다.	

천국	혼인	잔치,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결혼은	천국에서	가장	찬란한	장

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를	위하

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

으로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

렇게	가족을	깨뜨리고,	순결을	파괴하고	가족이	아닌	일이나	취미,	쾌락

에	중독되게	해서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부부가	약

속	안에서	하나되는	성관계를	누구하고나	즐길	수	있는	쾌락으로	크게	타

락시켰습니다.	성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변치	않는	약속	안에서	하나

됨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이	얼마나	많아졌고	일반

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각기	말	못할	안타까운	사정이	있고,	그럴수	

밖에	없었던	고통이	깊이	베어	있지만,	그	결정으로	자녀가	감당해야	할	짐

의	무게가	큽니다.	무엇보다도	이혼이	그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경

계의	벽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마치	제가	NYU에서	공부하면

서	주변에	동성애자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심각한	죄이지만	자주	접하기

에	거부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입니다.	죄가	삶의	일부로	자

연스레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	많다고	자살이	옳은	

것이	아니고,	주변에	혼전	순결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것이	옳은	것

이	아니듯이,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많다고	그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

게	가정을	깨뜨리고	가족간의	신뢰와	사랑의	의미를	처참하게	짖밟는	세

대에	우리가	실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목회자가	한	

성도를	상담하는데	‘남편이	가정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밖으로만	나돌아	

다녀서	이혼을	해야	하니	말아야	하니’	하는	상담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교회만	있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목회자라면	뭐라고	상담할	수	있고,	어떤	

본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딤전	5:8)	우

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약	4:17)	이	것이	선인	줄도	압니다.	그렇다면	행함으로	

말씀에	대한	존중과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가족	돌봐야	합니다.	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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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

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눅	14:26)	라는	

구절은	뭔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족을	세우는	방

법을	보여주는	것이지	가족을	미워하고	저주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순

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가족	사랑이라

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이	채워지고	행복해지

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

과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먼저	

입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심장이	향하는	이웃,	첫번째	이

웃인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족을	세

워가시는	방법입니다.

	

4. 교회: 가족을 세우는 곳

교회는	물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복음으로	가족을	

세우고	살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주님이	기어코	말리셨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

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

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

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

라”	(눅	8:38-39)	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은	

유일한	사람입니까?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믿고	전했을	거	아닙니

까?	예수님께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까?	가서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	구

원받아	천국	영생을	누리게	하는	전도야	말로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

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가장이	세워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지도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일차적

으로	부모와	가정에게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

씀으로	자녀를	축복하길	바랍니다.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사	60:22).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

라”	(딤후	3:16-17)	교회는	말씀	사역으로	먼저	믿은	자를,	가장을,	부모를	

온전하게	하여	가정을	세우는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곳입

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가족이	힘들고	죽는게	이단의	특징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전도하며	너와	네	집의	구원을	말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행	16:31)	선교의	본보기인	바

울이	가족구원을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기적인	것

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나의	허물을	다	아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가정을	돌보

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10년,	20

년,	3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역

사하시고,	나를	먼저	믿게	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	다는	것입

니다.	나의	기도하는	무릎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5. 가족: 교회를 세우는 곳 

동시에	가족은	교회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족은	같은	last	

name을	갖는데,	우리	성도는	예수라는	같은	last	name을	가졌습니다.	교

회라는	더	큰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

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2:44-46)	

초대	교회에서	가족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	말입니다.	태초	

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	1:28)	하신	축복의	

말씀은	예수	안에	한	가족인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뤄집니다.	예수님

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족만으로	사역

할	때보다	교회	안에서	전도나	선교의	사역에	동참할	때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교회를	섬기면서	자

신의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진정	가정답기	위해서

는	자기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교회라는	큰	가정을	세우

는	부르심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각	가정들은	서로를	세워줍니다.	교회를	세우는	좋은	가족의	모

델을	어디서	찾습니까?	교회서	찾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람들이	밭

을	팔아서	구제와	전도에	힘쓰니	아나니아와	삽리라	부부도	자신의	소유

를	팔아서	교회를	세우려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리스도인	가정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삶을	삽니다.	외롭기도	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는	가정들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구나,	동료가	있구나,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삶은	짧디	짧은데	

영원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이	정말	귀하구나...’	하는	위로를	서로를	통

해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근에	세번	째	아이를	한국에서	입양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젊은	부부	10	커플이	한	마음으로	그

들도	입양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목사님	가정	혼자	입양	했으면	그	가

정도	처음이기에	생소하고,	아이도	혼자	자라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교회	

10	가정이	동시에	입양을	하니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기고	커뮤니티가	생긴	

것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입양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아이들의	친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한	것입니

다.	교회	가정이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가족과	교회가	서로를	세

워주는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불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아는데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예

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

라	하시니라”	(눅	11:28)	우리가	가족을	돌보지	않음으로	불신자보다	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

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

니라”	(막	3:35)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가족을	잘	돌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12  — 아가페 5월/410호

“화자씨!”

“화자씨는	무슨...	지금	너무	바쁘니까	전화	끊어요!“

	

새벽기도	후	잠깐	집에	들어왔다	출근	후,	오후가	되어도	소식이	없는	아

내가	궁금하여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나는	눈	코뜰새	없이	바쁜데	전화로	한가하게	화자씨를	부르고	있다니....”

전화를	끊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는	나에게	옆자리에서	나의	전화	소리를	

듣고	있던	동료	전도사님이	“전도사니~~~~임”	하고	말한다.	그	전도사님

의	짧은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수많은	의미를	내게	던져주며	나를	깊이	돌아보게	하였다.

	

가장	먼저	내가	생각했던	것은	무례함이란	단어였다.

“미안해,	엄마가	지금	바쁘네”	,	“여보	미안해요.	지금	바빠요”	,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나를	이해해	줘요”

가족은,	남편은	당연히	“괜찮아요”	하며	기다려야하는	사람들이어야	했다.

오랜	세월동안	그	자리서	바라보고,	기다렸던	남편의	인내심에	대한	감사

를	헤아리지	못했다.

감사하다고	때때로	말하지	못하였다.

그들도	깨지기	쉽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아주	둔감했다.

그저	언제나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으로,	편하게만	생각을	해왔다.

다른	분들을	헤아리는	것	만큼,	그들에겐	예민하지	못했었다.

	

“양말은	결혼한	지	몇	십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뒤집어	놓는	담!”	다시	

뒤집어	빨려면	얼마나	힘든데...		

결국	벗어	놓은	채로	빨아	스스로	알아서	신게하기로	나는	결정했다.

“	청소는	하긴	열심히	하는데,	구석진	곳에	왜	밀어	숨겨	놓는담?	꼭	내가	

뒤	따라	다니며	뒷손질을	해야	한다니까!”

사소한	나의	불평은	계속된다.	이런	나를	보고	남편은	잔소리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대꾸했었다.	“나의	잔소리는	보약이요!”	라고..

	

가정의	달	5월

나를	돌아보게	한	“화자씨!”	남편의	전화	한	통에	감사한다.

“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사과”	-	잠언25:11절	말씀을	

기억하며	남편과	가족들을	사랑의	배려와	아름다운	말로	섬겨야	함을	되

세겨본다.

가정의 달 특집 – 수필

화자씨!
계화자 전도사

어릴	때	아버지가	큰소리로	호통을	치면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무서웠다.	

북한군	징집을	피해	단신	월남하시여	북한의	8형제를	늘	그리워하셨던	실

향민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은	유별나셨다.	그런데도	항상	내	기억엔	무섭

고	대쪽	같은	엄한	아버지셨다.

이런	내	생각이	바뀐	것은	시집가는	날	뒷마당에서	울고	나오시는	아버

지를	보고였다.	인사도	안하고	들떠	신혼여행을	떠나려다	어머니	손에	억

지로	끌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처음	본	아버지의	눈물은	긴	몽둥이	들

고	문	앞을	지키고	있어	귀가하는	딸이	창틀을	넘게	만든	호랑이	아버지

가	아니셨다.

사실은	그	밤에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집에	잠입한	것도,	언니의	데이트를	

돕는다고	같이	교회	간다고	하곤	나는	장롱에	숨어	있던	것도	다	아버지

는	아시고	계셨다.	그저	더	큰	일을	저지를까	노심초사하시며	엄함을	앞세

워	지켜주신	것이다.	우리	형제가	그렇게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것을	아버

님이	소천하신	후에야	눈물로	회고하였다.

	

아들	딸	내외가	수시로	손주들을	데리고	휴가를	간다.	어느	날	학교를	빠

지면서도	데리고	가는	것을	질책하니	자신들이	못	누린	것을	아이들에게	

많이	주고	싶단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전쟁	후	어려

운	형편으로	요구조차도	못했고,	우리자녀들에게는	불안한	이민생활에	정

착하는	것에	급급해서,	여유를	부릴	여지가	없던	것을	그들이	잘	알고	학

교나	직장도	스스로	해결하며	켰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

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눈치보

고	말을	골라	하며	도닥여	주고	늘	칭찬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만이	사랑	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의	체벌을	받으면서	억울해	

울며	양보도	배웠고	갖고	싶은	것을	위해	기다림도	배웠다.	늘	엄하던	아버

지의	억센	손끝의	따뜻한	쓰다듬에	감격하고	같이	눈물	흘렸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주

신	말씀이다.	같은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우리는	이	말씀이	늘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세상은	우리를	고아나	이방인	같은	마음을	주어	좌절시키고	

허무하게	만들어	세상에	굴복하게	하고	군중심리로	몰아가	유행과	패망

을	따르게	한다.

	

그러나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면	진정한	위로와	아들의	유업과	축복을	만끽하

며	살아가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는	것도	아시고	어려움에	처한	

것도	아신다.	늘	옆에서	짐승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몽둥이를	들고	지켜

보시며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며	그것을	통

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기대하며	사랑에	겨운	눈으로	지켜보신다.

잘못	판단한	부모관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	못하겠다는	사람을	

종종	본다.	그들이	얼마나	부모를	이해하려고	했는지	우선	반성해야	한다.	

이기적인	부모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한다.	표현과	방법

이	서툴러도	부모의	사랑은	한없다.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아버지의 마음
노선희 권사

아가페 — 13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나는	높은게	또	하나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	보다	더	높은	것	같애.

	

초등학교	때부터	가사의	깊은	의미도	모르고	5월이면	늘	불렀던	노래다.

아들만	다섯을	두신	어머님께서	유학으로	미국에	온	셋째	아들인	우리	가

정을	돌봐	주시기	위해	한국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곳에	오셨다.

2년	전에	하늘나라로	이사	가시기	전까지	시어머님과	신혼	초부터	한집에

서	생활을	했다.	만	30년을	함께	살아주시면서	일방적으로	이민생활에	힘

든	우리가정을	돌봐주시고,	두	아이를	다	키워주시고,	뒤	늦게	시작한	나의	

신학교	뒷바라지	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어머님	이셨다.	낳으시진	않으셨

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나를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밖에서	한	번도	다섯	며느리	중	어느	며느리	흉	한번	보지	않으셨다.	집	안

에서	남편과	다툼이	있을	땐	며느리	편에서	보호를	해	주셨고,	영어로	된	

주소를	들고	처음	가는	길을	찾거나,	소셜	오피스에서	간단한	영어	통역을	

해	드렸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	며느리가	제일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런	어머님께서	가끔씩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다.

“너도	내	나이	되어봐라”

어머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나이가	나에겐	아주	먼	훗날일	것	같

았다.	돋보기의	도수가	높아져	가고,	10년	터울	여동생과	대화하다가	나를	

이해	해주지	않아	섭섭할	때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너도	내	나

이	되어봐라”	이다.

만	30년을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너도	내	나이	되어봐라”	하실	때	마다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이제는	그	섭섭한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어도	옆에	계시지	않는	어머님을	회상하며	아직	살아계신	친정

엄마에겐	“너도	내	나이	되어봐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잘	해	드리려	마

음을	다잡는다.

한국에서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민간단체	부
부의	날	위원회가	매년	5월	21일	마다	행사를	개최한	것이	유래가	되어	2007년	공식적인	법적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며	5월	가정의	달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위한	부부	십계명을	
소개하며	말풍선	응모전을	합니다.	말풍선에	들어갈	재치있는	문구를	작성하셔서	아가페	십자말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가정의 달 특집

너도 내 나이 되어봐라
이양미 전도사

|  가정의 달 - 말풍선 응모전  |

부부의 날을 아시나요?

부부 십계명

1.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2.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3.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4.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5.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6.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7.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8.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9. 숨기지 마세요

10. 서로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응모마감: 5월23일(수) 우수상 다수, 대상 1분을 선정하여 상품증정과 

함께 6월호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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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밤 예배

부활절 촛불예배

주님의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새기는	사순절의	끝에서	성	금요일을	맞아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밤’	예배를	드렸다.	금식으로	십

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를	드리며	모인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숙연

함마저	느껴졌다.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김

용생	장로님의	기도와	글로리아의	‘주님의	눈물’의	찬양이	드려지고	‘그	머

리위에	죄패를	붙혔더라’(마27:37)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김성국	담임	목

사님의	설교가	있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아우성이	무시되며	붙

혀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통해	죄인	아닌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패

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	안에	진정한	역설이	있음을.	비록	조롱	

받지만	찬란한	예수님,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	곧	승리

하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됨,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음을	그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	또한	진정한	행복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임을	깊이	묵상케	된다.

이름없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평범한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위대

함에	참여토록	하시는	그	능력,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역설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다.

그	역설적인	삶과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는	‘성찬식’이	있은	후	목

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캄캄한	절망의	밤이	지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환영하

는	새벽	촛불	예배가	4/1(주일)	새벽	5시	45분에	있었다.

부활의	그	환희를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참	좋으신	주님’	삼중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촛불	점화가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선

포하듯이……

정길표	장로님의	기도와	연합	찬양대의	‘할렐루야’	찬양이	있은	후	김성국	

담임	목사님의	‘부활	그	이후에’(막	16:9-15)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으셨다.

사명은	죽어도	해야	할	일이다.	죽기까지	해야	할	일이다.	사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예외없이	사명자가	되어	온	세상에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작은	촛불이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	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

명을	부여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초가	어둠을	밝히는	사명을	다하고	그	빛이	사그라들	때쯤	목사님의	축도

로	예배를	마쳤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밤

역설의“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
편집부

부활의 새벽을 밝히는 사명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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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어느	이름	모를	작은	꽃망울을	

터뜨렸다.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기

쁜	소식을	전하여	주셨다.	온	교우들이	새벽	미명	부터	모여	감사와	축하

의	예배를	드렸고,	오후엔	예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절	축하	찬

양제를	드렸다.

다섯개의	합창단과	두개의	연주팀이	함께	마음껏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찬양하였다.	1부로	독창과	말씀에	이어서	2부로	예배당을	뒤흔드는	두드

림의	북소리로	하늘문은	열리고	찬양제는	시작되었다.	“그날에	땅의	죽은	

자도	일어나	찬양할	것이기에	우리	깨어나	함께	찬양하자”는	김성국	목사

님의	말씀이	있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진다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청년	헤리테지	합창단이	서곡	‘사랑해요’로	힘있는	찬양을	드렸다.	활기찬	

저들의	모습은	장차	교회를	이끌어	가기에	충분해	보였다.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는	블레싱	합창단의	찬양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던	마르다와	마리아

가	연상되는	것은	두번째	찬양곡	‘기억하라’를	연주하며	연출한	장면의	영

향이	아닌가	싶다.	다소곳이	앉은	몇명의	단원들의	모습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던	자매의	모습을	나타내는	듯	하였다.	이어	킹스콰이

어의	연주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표현되었

고	잔잔하며	힘있는	연주로	글로리아	합창단은	‘부활의	새벽’	그리고	오늘

의	주인공인	‘예수’를	찬양하였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할렐루야’로	이른	

새벽	온	교인들이	함께	찬양한	감격을	마무리하는	저녁에	그레이스	합창

단은	변함	없이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44년의	세월을	기도로	지켜

왔던	그	섬김이	오늘은	정성껏	찬양으로	드려졌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

며	주님의	당부를	아름다운	곡조로	대신	전하여	주었다.	‘세상의	빛으로	살

며	온	세상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200명이	넘는	단원들이	함께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메자니에서	

들려오는	쥬블리의	우렁찬	합주	소리로	미처	알지	못하였던	성도들이	고

개를	돌려	위치를	확인하는	작은	소요가	있었으나	예배당을	채우는	찬양

은	부활	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드려

지며	찬양제는	마무리되고	있었다.

부활절 축하 찬앙제

예수 승리하셨네
조성순 집사

부활절

그레이스 블레싱 콰이어

글로리아

두드림 킹스콰이어

쥬빌리 헤리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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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윗돌의 마음
영아부 – 조정숙 교사

‘바윗돌의	마음’	이라는	연극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

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삶에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퀸장에서	가장	어

린	곳,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에서	부활을	소식을	알리기	위한	교사들의	노

력이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좋아
유치부 – 정경민 교사

유치부	친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라는	제목의	인형극을	보았

습니다	인형극	중간에	세명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사라진	예

수님을	찾으며	울때	많이	슬퍼하였고	가슴	아파하며	우는	친구도	있었습

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친구들은	기뻐하

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참	좋아”	라는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임을	찬양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거야!
유아부 – 길정애 교사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알려주며	‘삐약이의	부

활절’	연극을	통해	몽실이와	백합,	나비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귀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Jesus is alive
유년부 -  Daniel Kim 교사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어느	누가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

고	부활하신	복음을	들었고,	인형극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아이들은	기쁨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Jesus	is	alive”라고	외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강

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을	지닌	유년부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부활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더욱 알아가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되심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말씀과 함께 인형극, 연극, 주제 토론과 인근지역 전도행사 등 각 부서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의 의미를 

더욱 깊이 나누며 기쁜 구원의 소식, 복음을 알려야 함을 깨닫는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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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와 부활
초등부 – 김재형 목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에	대한	성경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믿게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	

1)	당신은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2)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나요?	3)	하

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4)	왜	예수님말고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었나요?	5)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라고	질문

하고	서로	자신의	대답을	나누는	시간으로	부활절의	의미를	깊게	되새겼습니다.

College and high school Easter Outreach
고등부 - Kevin Jeong 교사

Made	about	2000	eggs	and	distributed	to	Flushing	community.

On	a	Friday	night,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collaborat-

ed	to	fill	plastic	eggs	with	toys	and	messages.	These	eggs	were	

distributed	to	local	children	in	Flushing	at	the	Easter	egg	hunt.

At	 the	event,	we	also	strived	to	share	the	gospel	with	nonbe-

lievers.	I	know	that	through	this	experience,	God	has	used	us	to	

bless	our	community	and	love	the	people	of	Flushing.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찬양과 감사
중등부 차평화 전도사

성	금요일	부터	부활절까지	3일	동안	부활절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성	금요

일에	금식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		Easter	Egg	Hunt을	통해	커

뮤니티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주일에는	특별한	성경공부와	포스

터만들기를	통해	구원의	길을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1.	하나님은	완벽한	빛이시고	 	2.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

고		3.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깨끗히	씻어주셨고	4.	예수님	안에	새	삶

이	있고		5.	믿음	안에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었고		6.	예수님

을	통해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는		6가지	사실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

억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
중국어 유얼부 - 손명금 집사

작년	5월에	열명	정도의	유아들로	시작한	유얼부가	이십여명으로	부흥하

여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린	유아들이	사도신경

을	외우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	이라는	찬양을	드리며	기

뻐	뛰는	모습에	온	중국어	회중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这次复活节是我们中文堂幼儿部首次迎接的复活节。 从去年5月份开始
的幼儿部十几名孩子开始到现在二十几名，增长近两倍以上幼儿们身
穿着白色的上衣祝贺耶稣的复活。连文字都看不懂的幼儿们却背诵着
使徒信经，欢呼雀跃高声赞美‘这是耶和华所定的日子’的时候，在座的
中文堂全会众看着孩子们非常激动，献上了难以忘记的复活崇拜。请
教会继续为我们的教育部守望祷告！现在虽是小树苗般的孩子们，但
盼望着在不久的将来他们能变成茂盛的森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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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스케치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삶
채현주 권사

예수님	부활후	첫째날,	부활을	축하하는	하얀	

함박	눈이	내렸다.	눈길을	뚫고	은혜를	사모하

며	예상보다	많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오인수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여선교회	경찬팀과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	올려	드렸다.

강사	이동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0:36-43말

씀으로	 “살아있는	말씀,	살려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부

르는	이름은	“성경”이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

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라고	하셨다.	곧	이	말

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있으며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다.	말씀을	채워가는	

선교회	모임을	가지라고	권면하셨다.

오후예배에는	시편	19:7-11	말씀으로	“읽어지는	

말씀,	들려오는	말씀”의	강의로	말씀	한줄	한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며	말씀은	정독하

라고	하셨다.	또한	소리내어	읽음을	통해	선포하

라고	하셨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우리에

게	생긴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며	찬양을	하고	

싶어진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은	곧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은혜의	단비가	분명하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

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신다.	다른	이유없다.	예수님의	사랑만으로만	

가능한	이	모든	일……	은혜이다.	오전	예배는	요

한	계시록	1:1-3	말씀으로	“숨겨놓은	말씀,	나타

내신	말씀”	의	강의가	있었다.	숨겨진	말씀은	하

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에게만	‘둘로스’	나타난

다.	믿음의	귀를	열어야한다.

숨겨	놓은	말씀은	다	드러났다.	주님의	때가	이미	

다가왔다.	마라나타!	이	후에	김성국	목사님의	인

도로	두	사람씩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로	서로를	

위해	숨겨진	말씀을	주는	시간이	있었다.	놀랍기도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굳

게	설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말씀의	큰	은혜	만큼이나	풍성하고	맛있는	점심시

간	후에	라인댄스를	통해	몸도	풀고	리듬에	몸을	

맡기는	흥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시간이	있었다.	

강사	목사님께서	요한	계시록	4:1-6의	말씀으로	

“천국보는	말씀,	지옥아는	말씀”의	강의를	하셨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창조를	누리고	사는	우리

는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다.(단2)

복음은	 (요3:16)	나에게	복음이어야	복음이다.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	전도하라!!

2018 여선교회 연합수련회

2018 여선교 수련회

받은 말씀의 은혜

저희들에게	 여전도회	

수련회를	 할수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

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

여	내	생활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이동진	목사님께	앞

날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

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퀸장	여선교회	화이팅!

짧게	하루만	참석하게	

되었는데,	 강사목사님

께서	 아침에	 잠에서	

깰	때마다	성경을	소리

내어	읽어보라고	하셨

습니다.	가끔	성경은	읽지만	거의	눈으로	읽어내려갔는데	새로운	방법이

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자마자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씀을	

큰	소리로		소리내어	암송해	보았습니다.	정말..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확실히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

다.	앞으로도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며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 
여선교회 화이팅!
사라 이경자 권사

말씀으로 시작하는 
활기찬 하루
다비다 김은경 권사

수련회 첫째 날 4/2(월)

수련회 둘째 날 4/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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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말씀	살려내

는	말씀’	설교를	통해	

말씀이	 역사하실수	

있게	성경을	큰	소리

로	한글자씩	또박	또박	정독하라고	하신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전엔	

눈으로만	읽던지	아님	아주	작은	소리로만	읽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성경을	큰소리로	한자씩	또박	또박	읽으니	처음엔	입이	마르고	힘들었는데	

몇일	하니까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읽고	내가	들으니	가슴이	뜁니다.

해마다	여선교회	수련

회	참여를	권유받으면

서도,	세상일들을	핑계

로	한번도	참석	못했음

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

니다.	평생을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요,	주님말씀	사모하는자”	

라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지식과	정보에	더	큰	귀를	기울이고	말씀읽기에	

게으름을	피운	내가	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실족치	

않게	섭리하셔서,	그리고	주위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애정의	권면으로	드

디어	이번	수련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나름대로	너무	중요한,	

미리	계획된	세상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무산되게	하시더

니,	오묘하게도	이동진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

습니다.	네번의	예배를	통하여	메말랐던	저의	심령에	차고도	넘치는	단비

를	내려주셨습니다.	곳곳에서	이름없이	빛도없이	헌신하시던	반짝	반짝	빛

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여종들의	모습은	저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되었습

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선교회	여러분	또한	사랑합니다~!

이동진	목사님을	모시

고	여선교회	수련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

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

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살자고	하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매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임재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말씀읽기에	 전념

하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첫	날은	“I	can	speak	“	

영화도	보고,	둘째날은	

이양미	전도사님의	온

몸을	던지는	율동과	노

선희	 전도사님의	 여고	

시대로	돌아	간것	같은	멋진	라인	댄스도	배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매년	사순절	뒤에	오는	여선교회	수련회에서	다시금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

야	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선교회	수련회

를	통하여	새롭게	다짐

하게	된것이	있어요.

첫째로는	항상	‘성경책’

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부터	‘오직	성경’이라고	해야	할것	같아요.

둘째로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다짐

하게	되었어요.

그	동안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숙제를	해	나

가듯	그	말씀을	대하

고	그것은	그저	독서

에	 지나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집중하고	순금처럼	사모하며	읽을	수	있

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다.		매일	새벽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말씀을	소

리내어	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대할때	내게	읽어지고	내게	하시는	말

씀이	들려질	것이다.	이제	이번에	배운대로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말씀을	대

하며	소리내어	읽고	내게	들려주면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

의	말씀이	들려지는것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도	송

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

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며	그	말씀으로	또한	내게	주신	교사의	직분도	

더욱	귀하게	감당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에게	 회복을	 줍니다.	

나의	 삶속에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일터에서	

나의	삶속에서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모든	어려운	일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은	나의	방패요,	힘이요,	용기입니

다.	두려움을	사라지게하고	담대함을	줍니다.	나의	연약한	영혼을	소성시

키며,	때로는	어리석은	나를	깨우치게도	하며,	지혜롭게도	합니다.	말씀을	

순종할때,	저의	마음은	평화와	기쁨과	영적	분별력을	갖게합니다.	예수님

을	믿는	자로써	숨겨진	말씀을	찾아서,	안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능력의	힘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퀸즈장로교회에	

등록을	한	이후로	6년

만에	 다시	 불러주신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잠시	자만하고	오만해진	나의	삶,	말씀을	멀리하고	게을리하던	내삶을	다

시	한번	돌이켜보며	말씀으로	역사하는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채우려	합니다.	말씀만이	살	길임

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치고	느스해진	나의	마음을	다시한번	강하

게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듭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읽고 내가 듣는 말씀
다비다 심석순 권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마르다 임순미 집사

말씀으로 품는  
하늘의 소망
브리스가 조은민 집사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리라
브리스가 이희정 권사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의 다짐
브리스가 심경선 집사

새로운 다짐 
- 오직 성경
마리아 이미셀 집사

말씀의 직분감당하는  
교사가 되기를
마르다 박석미 집사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방패, 힘, 용기
마르다 김순례 집사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마리아 이정아 집사

2018 여선교회 연합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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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이	 통과됐던	

2007년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소소한	유머와	소박한	이야기

로	풀어낸	영화의	흐름은	위안부	문제가	나와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이

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이웃의	사연이며	누군가에게	여전히	해소되지	않

은	일상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문제의	엄중함을	훼손하지	않

으면서도	그것에	공감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응당	그래야	하는	것이라

고	단정짓지도	않습니다.	관객의	감상을	지배하기	보다	차근차근	설득시키

고,	배우들과	같은	편에서	공감대를	형성하

도록	했다는	점에서	잘	만든	영화임에	틀림

없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일반적	감상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영화를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영화의 줄거리

20여년간	 8천건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한	

할머니	나옥분은	구청	직원들에게는	두려

움의	대상이었고,	시장	안에서도	불편한	민

원으로	상인들의	눈	밖에	난	인물입니다.	그

러던	어느날,	구청	공무원으로	박민재	주임

이	들어오고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됩니

다.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로	원리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박주임에	늘	불만을	갖고	있

던	옥분..	하지만	이	둘	사이에	반전의	계기

가	생기게	됩니다.	민원	신청	만큼이나	옥분

이	열심히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영어	공

부였습니다.	우연히	원어민과	유창하게	대

화하는	민재를	보고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민재는	귀찮은	일을	맡

기	싫어	계속	거절하지만	자신의	동생에게	

잘	대해주는	옥분의	모습에	감명받고	영어	

선생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옥분이	왜	그

토록	영어를	배우고	싶어했는지	민재는	뒤늦게	알게됩니다.	어려서	미국에	

입양된	동생과의	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과	같은	위안부	피해자

로	친구	정심이	끝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직접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결국	옥분은	친구	정심을	대신해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공개	청문

회	증인으로	나서고,	민재는	이런	옥분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됩니다.

	

극중 인물에 나를 투영하다

시장에서	옷	수선을	생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옥분은	‘도깨비	할매’라	불릴	

정도로	수년째	구청	직원들의	기피대상	1호입니다.	하지만	늘	소란을	피우

며	온갖	민원을	올리는	그는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60여년의	긴	세월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	왔습니다.	한번도	꺼내	보지	못한	상처에서	내내	진

물이	흘렀지만	스스로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아픈	심

정을	대변해	줄	‘한	사람’이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옥분에게는	그	한	사람

이	친구	정심이지	않았을까…	차마	피어보지도	못한	채	일본군에게	짓밟

히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13살	소녀	옥분의	생명을	구해준,	그리고	그	이후

로도	자신의	심정과	처지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해	줄	뿐	아니라	자신의	고통

을	대변해	주던	친구	정심을	의지하고	그에게서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이

런	옥분과	정심에게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과거의	죄와	상

처로	가득한,	그래서	꽁꽁	숨겨두고	누구에

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내	마음을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아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고,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내	모든	상처를	닦아	주셨습니다.		

정심이	옥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고통을	겪었고,	그래서	그	고통

이	주는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

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

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통과	질고

를	당하셨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

픔을	체휼하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

일한	분입니다.	일찍부터	자신이	일본군	위

안부였음을	숨기지	않았던	정심과	달리	자

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살아가던	옥분

은	정심이	병에	걸려	더	이상	증언할	수	없

는	처지가	되자	친구를	대신해	그	일을		맡

게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

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

님을	배반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통곡하

던	베드로,	그	후로	배신자라는	죄책감과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던	그에게	예수님

은	찾아오셔서	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마

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이	주어

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한	나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고	주

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

의	사역을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대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제

의	만행을	잘	알지	못하던	자들이	청문회에서	담대히	외치는	옥분의	증언

을	통해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사과하던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예수

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분을	담대히	증언하

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 감상문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영화
‘아이 캔 스피크’

홍한나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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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 삶을 바꾼 감동의 만남

<아이 캔 스피크>라는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는 영화의 후반부

로 갈수록 더욱 확장됩니다. 옥분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처음에는 끝없는 민원과 영어가 그 목적어처럼 여겨지다가 그것

은 결국 그가 평생을 숨기고 있던 역사의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

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한데는 민재의 도움이 절대적

이었습니다. 민재는 옥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자, 명절

이면 같이 음식을 해먹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국의회에서 영어로 증언해

야 하는 옥분을 위해 구청 직원들 앞에서 연습을 시키고, 위안

부 피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민

재였습니다. 

옥분이 자신의 벽을 깨고 나와 그토록 두려워하던 세상의 눈초

리 한가운데 서있을때 세상과의 믿음의 끈을 이어준 사람도, 증

인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로 증언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

했을 때에도 사진 한 장을 들고 미국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사람

도 바로 민재였습니다. 영화 속의 민재의 모습은 마치 나를 항상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청문회장에

서 무거운 중압감에 짓눌려 한 마디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옥분은 출입구 쪽에서 들리는 낯익은 “How are you?”라는 민

재의 음성을 듣고 더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 마음을 다잡고 용기내어 증언을 시작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

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느니라” (롬 8:26)  세상 한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

게 성령님은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나

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

기에 나는 더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

셔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

도록 항상 돕고 계심을 믿기에 나는 영화 속의 옥분과 같이 당당

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I can speak!!”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두란노)	라는	책	입니다.	제목	그대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본질	적인	주제에서	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사람들의	드렸던	기도의	방법들의	

역사와	예들을	소개하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요소들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책은	다섯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바른	기도를	꿈꾸다	2)	기도를	분별하다	3)	기도를	배우다	4)	기도의	깊이를	더하다	5)	이렇게	기도하라.

이	다섯	파트를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바른	기도를	꿈꾸다	-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겪었던	어려움(암,	크론병)

을	어떻게	기도로	극복하였는지	나누며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룸

2)	기도를	분별하다	–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3)	기도를	배우다	–	어거스틴,	루터,	칼뱅의	기도/	주기도문/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4)	기도의	깊이를	더하다	–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되며,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	잡아	준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

5)	이렇게	기도하라	–	기도속에	꼭	있어야	할	요소	(감사,	찬양,	고백,	회개,	하나님의	뜻을	간구,	

매일	기도)	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나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개인적인	명상이나	성찰

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

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원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책 이름 

팀 켈러의 기도

지은이 

팀	켈러

김재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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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헛된 도시에서 기쁨의 성까지

3월19일 (월) 소망과 함께 가는 길 
(롬5:1-11)
1.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세상에도	소망이	있지

만	세상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

의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약속한	것을	

어려운	가운데도	의심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결국	공허한	것을	막연히	기다리

는	것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며(시71:5)	튼튼하고	견고한	

닻과	같습니다.(히6:19)	그러나,	단단한	그리스도

인의	소망은	쉽게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치면서	다른	것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신뢰하게	되고	그가	약

속한	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갈	때	

비로소	견고해	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	중의	소망,	구원의	소망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

지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할	때(6절)	즉,	죄인이

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

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같은	죄인

을	의롭다고	칭의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	연약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단

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구

원의	단계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역,	성령

님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3월20일 (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딤후 4:9-18)
1. 데마, 조금씩 멀어지다	모든	결과에	앞서서

는	어떤	조짐이	있습니다.	천성에	가는	자들이	“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앞서	거룩한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성품이	있어야	열매를	맺

습니다.	이와	반대로	나빠지는	것도	그	앞의	단계

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마는	세상으로	가기	

전에	세상을	사랑했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기	전

에	마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심은	대로	자라고	

자라는	대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2. 주님, 언제나 내 곁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은	감옥에	갇혀	그가	재판	받을	때에	아무도	변

호해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딤후	4:16)	그러

나	바울은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탄식

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

서	힘을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	내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을	바울은	삶에서	늘	체험했기	때문	입니다.(행	

27:22-26)	내	인생의	깊은	밤에	언제나	내	곁을	

지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	분

이	나를	천성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니	안심하시

고	두려워	마시고	외로워	마세요.	주께서	내	곁

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3월21일 (수) 주의 복락의 강물
(마 13:18-21)
천성	가는	길에	필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이	베푸

시는	복락의	강물과	주의	날개입니다.

1. 주의 날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주의	날

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시	36:7)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의	날개	밑에는	사람	

손	같은	것이	있어서	잘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겔	1:8a)	또한	날개의	존재	목적은	펴

서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날기	원

하십니다.	그와	함께	날아올라야	합니다.(겔	1:9)	

찬송	중에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쉬네’도	있지만	

‘주를	앙모	하는	자	올라가’도	있습니다.	주	날개

의	위로와	비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 목이 마렵지 않더라도	목이	마려울	때	물을	

먹으면	이미	늦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탈수

현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

찬가지로	주의	집에서	주께서	주시는	복락의	강

물을	마셔야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거기에	있

습니다.(시	36:8-9)	교회에서	제공되는	영적	식

사	원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상의	것이

니	좋은	영적인	음식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교회에서	마시는	복락의	강물이	다소	부

족하더라도	저	천성에	가면	목마르지	않는	생명	

샘	수가	있으니	기대하십시오.

	3월22일 (목) 어떤 길
 (잠 14:10-14)
1. 악한 자의 집, 정직한 자의 장막	집이	장막

보다	견고하고,	집이	장막보다	비쌉니다.	그러나,	

망하는	집이	있고,	흥하는	장막이	있으니,	악한	

자의	집은	마침내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마

침내	흥한다고	하십니다.(잠	14:11)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을	선택하면	마침내	흥하게	됩니

다.	인생은	마지막,	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불

과	유황의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고,	천성에

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자도	있습니다.	천성에	가

는	자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거짓입니다.(시	

11:6-7)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	거짓말

하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장막에	살아도	정직하게	살다가	영

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2.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

은	저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	옳고,	성공할	것

이라	생각하나	실상은	아닙니다.(잠	14:12)	창세

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

씀이	여섯	번,	‘심히	좋았더라’는	한	번	나옵니다.	

‘좋다’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로	‘아름답

다’,	‘건전하다’,	‘생산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

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택하면	아름답고,	건전하

며,	뭔가	귀한	결과를	빚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사람의	보기에	좋은	것으로	택한	길이라면	

미련	없이	포기하고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옳지	

않은	일에서	돌이키면	손해난다고	끝까지	붙잡

고	가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염려	말고	돌이키

세요.	손해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십

니다.	(대하	25:9)

	

3월23일 (금) 의심의 성 절망 거인
(막 5:35-43)

2018년 사순절 말씀요약

[21세기의 천로역정]  

2018년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요약	정리	:	손정호	집사,	석영지	집사	

— 잘못된 길을 들어 의심의 성에 갇힌 크리스천. 절망 
거인은 의심을 품게 하고, 크리스천이 지난 날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하게 하여 절망의 끝으로 
내몬다.

아가페 — 23

2018년 사순절 말씀요약

1. 의심의 성	12살	난	딸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

는	예수님의	구원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런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사라지고	의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멀리	떠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데	‘왜’	이런	일이?	고통에	“왜?”라는	질문을	던

지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

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믿기만	하라

고	하십니다.	믿음이	의심을	이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2. 절망 거인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집에는	의

심뿐	아니라	절망도	보입니다.(막	5:37-39)	절망

의	통곡이	야이로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

가	죽은	곳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절망에	사로잡

혀	있습니다.	절망은	거인처럼	큽니다.	예수님은	

절망하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

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눈에는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절망의	거인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3월24일 (토) 주만 바라봅니다 
(빌 3:12-21)
1. 푯대를 향하여 바울의	삶은	매일	매일	“푯대

를	향하여”입니다.(빌	3:12-14a)	바울도	원래	그

의	푯대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다

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

고	푯대가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예수님이	그의	

푯대가	되고	난	이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

니다.(빌	3:20-21)	매일	푯대이신	예수님을	바라

보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푯대	삼고	사는	가운데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하

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	가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

님을	만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됩시다.

2.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의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의	삶을	살았습니다.	(빌	3:14b-15)	바울에게	부

름의	상은	“달려갈	길,	다	달린	상”이었습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다	달린	상을	

받는다고	확신했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말했습니다.(딤

후	4:7-8)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서	바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포기하

지	맙시다.	상	받을	그	날이	있습니다.

VI. 기쁨의 성에서 천성까지
	

3월26일 (월) 기쁨의 성 
(눅 19:28-40)

1. 하늘나라 환영식이 진짜다	예수님이	나귀새

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만왕의	왕

을	맞이하는	환영치고는	너무	초라한	환영식이

었습니다.	(눅	13:37-38)	그러나	저	천성	새	예루

살렘	환영식,	하늘나라	환영식은	너무나	영광스

러운	모습입니다.	(빌	2:9-11)	거지	나사로도	이	

땅에서	그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채	

일생을	살았습니다만	하늘나라	갈	때는	진짜	환

영식을	받았습니다.	(눅	16:19-22a)	이	땅에서	알

아주는	사람	없고	환영이	초라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을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	하

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멋진	환영을	받을	수	있도

록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환영식에서	크게	환

영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작은	일

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니	크게	

환영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

성된	종이라	불러	주시며	많은	것을	맡기시고	잔

치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마	25:19-21)

2. 끝까지 역경은 있다	천성	가는	길에	빼	놓을	

수	없는	단어는	역경입니다.	역경	없이	천성에	이

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성	가는	믿음의	사

람들은	역경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고	역경을	이

용해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렸습니다.	바울은	천성	가는	길에	수많은	역경을	

만났습니다.	(고	11:23-27)	바울에게	끝없는	역

경이	있었지만	그는	그	역경을	통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빌	1:12)	역경

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	복음의	진보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가는	

길에	환영하는	무리	외에도	반대하는	무리도	있

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	가운데	움츠리신	것

이	아니라	도리어	구약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

다.	역경은	끝까지	있으나	이길	수	있습니다.	역경

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3월27일 (화) 경고의 산
(막 13:1-13)
1. 미혹은 이겨라	우리가	지금을	말세,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막13:5-

6)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을	보이며	할	수	있

으면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	

24:24)	여러분,	마귀는	마귀	모습으로	믿는	자들

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하고	나타납

니다.	(고후	11:13-15)	이들은	멋지게	포장했습니

다만	영혼을	죽이는	쥐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

다.	진리의	영을	가진	자와	미혹의	영을	가진	자

의	특징은	진리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의	말,	당회의	말을	잘	듣고,	미혹의	영을	가

진	자는	듣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일	4:6)

2. 미움은 참아라	사랑	받는	것은	참	좋은	것이

지만	미움	받는	것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돌아	

보고,	나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잘못한	것	없이	미움을	받

는다면,	주님이	죄	없이	받으신	십자가	길을	나도	

함께	동참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미움

에	대한	반응이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

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

이니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막	13:13)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세력들을	

제압할	힘이	있으셨으나	참음으로	미움을	대하

신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

다.	주님	가신	길은	싸우지	않고	참으심으로	승리

하신	길입니다.	몇	번만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천성	가는	날까지	참음으로	미움

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3월28일 (수) 준비하라
(암 4:11-13)
1. 주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란”는	말씀은	망가

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시

는	말씀입니다.	(암	4:11)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멸하시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죄악을	듣

고	보셨으며	마침내	그	성을	멸하시기로	결정하

시고도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

십니다.(창	 18:20-21)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당장	아무	일	없으니까,	계속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은	계속	경종을	

울리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	성읍이	죄악

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돌아오라

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고장	나고	망가진	인

생이	완전히	수리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직	한	길입니다.

2. 주님 뜻대로 살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	

증거와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

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그동안	잃었던	삶의	목

적을	다시	찾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지음	받은	목

적대로	존재하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 기쁨의 산에 도착한 크리스천과 소망이 거의 다 
이르른 천성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먼곳까지 왔으니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역경은 
마지막 순간까지 있다. 믿음의 방패를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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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가는 길에 다 이른 크리스천은 집에 두고온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 죄의 삯은 영혼의 사망이요, 
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라 권한다.

— 크리스천은 천성 들어가기 직전에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구원받았음이 흔들린다. 자신의 죄 짐을 
느끼며 강아래로 가라 앉지만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암4:13)	훗날,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생애를	어

떻게	평가	하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지

금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가	잠들어	묻혔습니다.	(행	13:36a)	우리는	이	시

대에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뜻을	따라	섬

기다가	잠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을	찾고	멋지게	순종하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

는	것입니다.

	

3월29일 (목)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고전1:18-25)

1. 끝까지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이	다	벗

겨지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에게	용서	받은	것

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더러운	옛	피조물로	돌아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

다.	중간에,	막판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

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혼자	해

결하지	마시고	예배에	나와	십자가	바라보고	신

앙공동체의	기도와	격려와	충고에	귀를	기울여

야	합니다.	십자가는	요단강을	넉넉히	건너가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2. 남겨진 십자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서	나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가져	가셨지만	

한	가지	가져가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각	개인의	십자가는	남겨	두셨습니다.	(눅	9:23)	

우리에게	죄의	짐은	벗겨졌으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

니다.	날마다	나의	우선순위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잘	지고	예수님	바짝	따르는	것입니다.	자

나	깨나	예수님,	언제나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	되어야	합니다.

3월30일 (토) 내 일생 여정 끝내어
(딤후4:5-8 / 계7:9-17)

1. 개인적으로 면류관을 받는다	우리	인생에	수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그	모든	장애물을	십자가	

붙잡고	이겨	낼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

지	지킬	때에,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

는	때	면류관을	받습니다.

2. 함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천성에	이르면	구

원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됩니다.	

천성의	예배는	각	나라의	민족과	언어와	방언을	

가지고	흰옷	입은자와	종려나무	든자와	어린양

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

다.	그	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를	확실히	함을	확인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

는	아느냐?	“아시지요,	주님”	대답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어 단체 참가자:

청년대학(조한결	박민아	정재원),	청년선교	(최재영	김유진	정진웅),		

청장년(박상용	최치훈	조인범	Peter	Min),	마리아,바울	(안지연	민영지	김형섭),	브리스가	(이정혜	최효진	정민영),	마르다	(박제인	이경미	정지원	계연란	

김흥덕	채현주),	베드로(정기영	채영주	박경수),	다비다	(박정숙	신윤영	김미정),		한나	(서규일	황은애	박은혜	조규옥),	사라(최여순	김경구)

	
영어단체 참가자:

유년부	(신지아	손지윤	김갈렙	이승리	명수현	명지현),	초등부	(최서진,		최어진,	

최주원	손연우	김재형	김애진	정혜경),	중등부	(최정원	조하민	송마리아),		

고등부	(Hanna	Jeong	Andrew	So	Liz	Son)

	
중국어 단체 참가자:

金三喜, 郭甜,刘晓敏, 江怡, 赵蓓, 李峰, 杨俊
	
특별참가:

유아부:	오소망	송하은	권예은	조은성

유치부:	마건빈	송준서	방예닮	방예찬	오믿음	김은결	이하준	이채아	Andrew

유얼부:		Charles	Gao	,	Scarlett	Wang	,	Daisy	Zheng,			Tiffany	Cai

고국환	장로개인참가자 이희정	권사 명샛별	집사

성경암송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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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성경 암송대회

2018년도제31회사순절서원새벽기도회(주제-천성에가는길험하여도)	기간

동안매일새벽선포된말씀들을되새기는성경암송대회가	4월25일수요예배중

에진행되었다.

이번성경암송대회는성도들의더많은참여를독려하기위해개인전외에교회학

교부서,	남녀각선교회별	3인1조단체전이있었다.	효율적인대회진행을위하

여언어별로모든참가자들이제시된	36개의성경구절을교대로(번갈아,	함께)	

암송하는형식으로진행되었다.	

지난	4월	21일토요총동원새벽기도회후에치뤄진예선전을통해한국어		(개

인	2명,	단체	10팀)		36명,	영어	(개인	1명,	교육부단체	4팀)	20명,	중국어	(

단체	1팀)		7명을포함총	63명이본선에진출하여성경암송의축제를펼쳤다.

가장어린유아부로부터최연장자인사라선교회까지한자리에모여성경암송을

하는모습은하나님께도큰기쁨과영광을올려드리고성도들에게도아름다운도

전을주는은혜의시간이되었다.

당일요한복음	15장말씀으로’내말이너희안에거하면’이란주제로오인수목사

님의설교하였다.

말씀을암송하는자가말씀안에거하는자임이분명하며,	말씀을읽고묵상하는

자,	말씀을암송하는자,	말씀대로행하는자에게무엇이든구하면다이루어주

시겠다고하신언약의말씀,	축복의말씀을주셨다.

현재미국전역의다양한교회를돌아다니며성경	66권전권을암송하는능력으

로유명한	Wordsower	Ministry의	Tom	Meyer	교수는성경암송에는지름

길이없으며,	성경구절을읽고,	큰소리로암송하고,	듣고,	손으로쓰는것,	이를

통해마음과눈과귀와손이모두함께성경구절을외우는것이효과적이라고강

조한다.	또기억한것을보존하는비결은말로거듭거듭반복하는것이라고한다.

성경암송은말씀을읽고묵상하는것에서더나아가마음에깊이세김으로일상

의순간에서말씀의능력을덧입는삶을살게하는유익이있다.

퀸즈장로교회의성경암송대회는매년사순절이끝난후진행되며성경적인가치

관을형성하고정확한말씀암송과깊은묵상을통해풍성한성령의열매를맺게

되는큰의의를갖고있다.

특별히2018년성경암송대회는	36개의구절을암송해야하는부담감을줄이고

자처음시도한단체전으로참가자가많아진것에의미가있다.	더불어단체전으

로참가했던자들에게는개인전에도전할수있는계기가되었을것이며내년에는

더많은성도들의참여를기대해본다.

4月25日周三祷告会里我们举行了背诵经文大赛，背诵的经文是在
2018年第31届四旬斋清晨祷告会时（主题是---成圣之路虽然艰难）
每天宣读的经文。
为了鼓励更多的弟兄姐妹们的参与，这次的背诵经文比赛除了个人
赛之外，也有教会学校，男女各宣教会3人一组的团体赛。为了大会
进行的更有效率，参赛者用自己选的语言轮着背诵36句经文.
通过4月21日周六早祷会结束后进行的预选赛，韩语（个人1名，团
体10对）共36名，英语（个人1名，教育部4对）共20名， 中文（团体1
对）共7名，总共63名参加了决赛.
并且教会学校幼儿，幼稚部，还有中文堂幼儿部的17名小朋友的特
别背诵。他们用带调的经文和背诵使徒信经赞美了我们的神.
当天，吴牧师以约翰福音15章的经文“我的话常在你们里面”为主
题讲道。
背诵经文的人很明确的是住在话语里的人，读经默想的人，背诵经
文的人。神的应许是行在神话语中的人，凡祈求的都会成就。
目前，在美国访问不同教会背诵圣经66卷而出名的Wordsower 
Ministry的 Tom Meyer教授强调，背诵经文没有捷径，只有读经文，
大声的背诵、读、写，通过这样的过程用心，眼睛，耳朵和手同时
背诵经文是最有效的方法。并且好的秘诀就是反反复复的重复。
背诵经文是从读经默想里走出一步，牢记在心里，在日常生活里更
有意义的活出有能力的生活。
韩中长老教会的背诵经文大赛每年四旬斋结束后进行，意义在于
形成圣经的价值观，正确背诵经文，通过更深的默想得着更丰盛
的圣灵的果子。
今年的背诵经文大赛是为了减轻背诵36句经文的负担，第一次试
图了团体赛，参赛人员比往年多了很多，也期待明年有更多的人参
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我的话也常在你们里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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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	새가족	수료	만

찬과	함께	수요예배를	제	116기	새가족	학교	수료

예배들	드렸습니다.	성인	52명과	어린이	5명으로	

총	57명의	새가족이	7주간의	새가족	학교를	마

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1-11절	말씀으

로	베드로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주목하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밤이	깊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

한	결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둔	성공의	자리,	

그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의	자리에	선	베드

로를	말씀하시며	내	경험,	내	생각대로	채워진	것

이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님을	말씀하였습니다.	혹	

지금	실패의	자리에서	빈그물을	들고	있는	베드

로처럼	인생의	자리에서	실패로	비어져있다면	그

것이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란	희망의	메세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새가족	수료	이후	이제	어떻게	살	것

인가?	질문하셨습니다.인생의	마지막에는	착하

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오직	두	

종류의	칭함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현재	자신이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이제	후로는	베드로와	같

이	예수님을	따라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권면을	

하셨습니다.

제	116기	새가족	학교와	수료예배를	위해	섬긴	온	

교회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수료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

습니다.	블레싱콰이어의	특송과	새가족	간증,	수

료증	수여,	온	교회의	축복송으로	하나님의	사랑

과	은혜로	가득	채워진	예배였습니다.

제	116기를	맞으며	수료증의	일련번호가	4145번

에	이르기까지	퀸장의	새가족	학교를	통해	하나

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로는

저희	가정이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하는	과정
도	어려웠지만,	새로운	교회를	찾는다는건	더
욱	어려운	고민이었습니다.	어디에	중심과	기
준을	두고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야할
지는	남편과	저에게는	큰	숙제였습니다.	몇블
락	차이로	있는	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가야할	
곳이	어디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던중	퀸즈장로
교회로	오게되었고,	한	교회를	정하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새가족	공부를	위해	두	아이를	데리고	
주중에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은근	부담이었습니다.	회사	퇴근시간을	맞춰
야	하는	것도…아이들의	잠자리	시간이	늦어
지는	것도…저에게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만	부담이	더욱	커서	선뜻	7주간의	화요일을	
헌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등록을	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에	작
은	아이가	아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
다.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정신없었을	때인데,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계신

다는	영아부	선생님들의	연락은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큰	아이가	속
해있는	유치부	선생님들과	아직	한번도	뵙지	
못했던	구역담당	권사님/장로님이	기도해	주
시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고,	생각지도	못
했는데	전도사님과	부목사님께서	병원까지	심
방을	오셨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
찬	시험이라	여겼던	시간이었는데,	많은	분들
의	관심과	기도로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중보
기도의	힘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가
정이	신앙의	울타리안에	있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담보다는	이제
는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양육받고	섬겨야	
하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커져갔습니다.	
아이가	회복된	이후로	그렇게	저희	가족	4명
은	7주동안	새가족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
다.	한주	한주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
었던	찬양은	목말라	있던	저의	영혼에	단비	같
았습니다.	찬양을	흥얼거리며	따라	하는	큰	아
이와	‘기타’	삼촌을	보면	무조건	좋아하던	둘

째	아이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이	시끄러워	혹시라도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될
까	노심초사	하면서도	매주	주제에	따라	목
사님들께서	전해주시는	예수님	얘기는삶의	주
인	자리를	 ‘나’로	정해놓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던	저에게	다시한번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맞춰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인지	생각하며	나의	나	됨이	다	주님
의	은혜이심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퀸장
으로	인도하심까지도요…	그동안	섬겨주신모
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돌봐주시는거에	매주	감동이었습
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퀸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가정을	기대해	봅니다.

수료자 간증

사랑이 충만한 신앙의 울타리
박한나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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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24명

김분녀	김순금	김은혜	류미	신영재	양은봉	이명희	이선문	

최호	최예진 钟玉文,李忠国, 陈小明, 陈明建, 游佳敏, 郝
俊,, 欧方锦, 郭侨娟, 郭秀荣, 冯晓民, 陈飞霞, 潘佳敏. 闫
冬麟. 袁敏
	

세례 26명

김룡	김성월	김택생	마경자	박연화	오사랑	황욱	孔宪峰, 徐
惠, 徐秋芳, 郑文道, 张占斌, 杨俊, 刘金鑫, 贾泓, 蔡炎桥, 
黄德凤, 张月花, 王增贤, 乔雨薇, 杨起, 董娜, 王倩, 郭甜, 
李志娟, 吴晓婷

입교 4명

박윤	박예니	조동현	최종린

유아세례 8명

김셀라	문지휴	손노엘	송다은	정주영	홍용찬	Elison	Chen	,	Jeremy	Lin

성례예배 2018년 3월 25일 주일 오후 4시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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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교구	청년	선교부	전진영	입
니다.	저는	2014년	말에	뉴욕에	왔습니다.	목
사님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미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교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엄
마	뱃속에서부터	한	교회만	다니다가	스스로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2년간	다닌	교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
고	교회를	나와	이교회	저교회	고아같이	방황
하는	중에	가족과	친분이	있는	분들이	많은	교
회를	소개받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왠
지모르게	마음이	열리지	않아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	주차자리를	찾지못해	
한	20분을	헤매다	우연히	퀸즈장로교회를	발
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10:30분	예배가	있길
래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하
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의자
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엄청받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아~~이	교회	참	은

혜롭고	좋은	교회다~목사님도	열정적이고	어
린아이같이	 순수하시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석하던	교회가	있었기에	그	다
음	주일에	변함없이	그	교회에	가고있었습니
다.	그	날은	또	도로통제로	인해	길이	너무	막
혀	또	예배시간에	늦게되었고	또	다시	퀸장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마음이	열린	저는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
주	갑작스럽게	새신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
다.	예상치	못하게	등록을	하긴했지만	마음의	
준비도	안되었고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영주
권을	해주시겠다는	얘기도	오가고	있던	상황
이라	이런저런	생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로는	나에게	유리한	교회를	가야한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은	퀸장으로	끌리고	있
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새신자	교육을	한번
만	가보고	정하자”라는	마음으로	새신자	교육
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담임목사님께서	사람
들은	자기	의지로	내가	이	교회	가야지	해서	
다니는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거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주셔서	그런거지	본인이	의지로	정하는게	아
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딱	
나에게	하시는	말씀같이	들려서	이	교회에	등

록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으로	난	청년이니까	청년예배를	한번	드려보
고	확정을	하려고	주일에	청년	예배에	참석했
습니다.	새신자석에	앉아서	예배	시작부터	끝
까지	얼마나	울었던지	찬양팀의	한	자매가	“저	
언니	사연이	굉장히	많은	분인가보다”라고	생
각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날	하나님께서	“잘왔다	진영아”	라고	말씀하
시는것	같고	고아같이	방황하다	내	집에	온것
같은	평안함으로	예배	내내	감사와	감격의	눈
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훌륭하
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덕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천성가는길	멀고	험하
지만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는	보기만	해도	힘
이되는	담임목사님,	부모님처럼	따듯하게	맞
아주시는	교역자님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
는	선배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새벽이슬같
은	동역자	청년들이	있기에	퀸즈	장로교회의	
성도로서	주님앞에	가는	날까지	승리할	줄	믿
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
광돌리며	 김성국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료자 간증

잘왔다 진영아
전진영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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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s will(청장년부) 수련회

청장년부	 선교회(God’s	 will)은	 뉴저지에	 소

재한	 Liebenzell	 Retreat	 Center에서	 4월6

일부터	 7일까지	김성국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Amazing	Moment(위대한	순간)라는	아주	설

레는	주제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순간들

을	묵상으로	준비하고	또	수련회를	통해	앞으로	

어떤	위대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지

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개회예배	때	우

리가	처음	만난	성경	인물은	다윗이었다.	별	볼

일	없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전

환점(카이로스)를	갖게	된	것	같이,	소박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전환점을	갖게	

됨을	알게	되었다.	이후에	목사님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팀웍	게임을	통해	오랜만에	땀을	흘리

며	혼신의	힘을	다해	상품(식권)쟁탈전을	펼치면

서	오랜	만에	깔깔깔	배	아프게	웃기도	했다.	회

원들간에	서먹서먹함이	사라지고	난	후,	각	사람

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누는	교제의	시

간을	가졌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

칠	것을	결단하고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넘치

도록	부어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토대로	조별	

토론을	하였다.	평소에	인사도	건네지	못했던	우

리가,	서로의	인생	여정을	나누면서	눈물과	웃음

으로	각	사람의	인생을	공감해	주는	모습이	참으

로	아름다웠다.

위대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삶을	조정하

는	자와	조정하지	않는	자,	위대한	역사는	갈등을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된

다고	하신다.	주님이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

인이	되실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인

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이래야	합니까”라

는	질문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

을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희생과	순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순간,	Amazing	

Moment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우

리는	위대한	순간을	살았고,	앞으로	살	것을	확신

하게	되었다.

에필로그:	아이를	낳고	오랜만에	숨이	턱	밑까지	

차	오르도록	뛰어	보기도	하고,	아이들	없이	부

부만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삼겹살은	불	맛	임

을	제대로	알게	된	바비큐	파티,	아이들의	울음

과	소란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소음이	아니

라,	우리	삶을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과	같았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

도	이제	교회를	위해	헌신	할	것을	다짐하는	시

간이	되었다.

끝으로	우리의	청장년을	너무	사랑하셔서,	바쁘

시고	피곤하신	가운데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

성국	담임목사님,	말씀도	전해주시고	어린	아이

들을	도맡아	보살펴	주신	이명옥	전도사님과	여

전도사님들,	또	큰	아이들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

비해주시고	돌봐	주신	강지영	전도사님,	물심양

면	전폭	지원	해주신	장로님들,	기도로	함께	해주

신	성도님들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Amazing Moment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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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순간의 재발견
박수연 집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15)

30대	청장년수련회를	제일	먼저	등록하였습니다.	제	삶의	‘위대한	순간’을	

다시	찾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청년	때는	기도회를	가는	것이	당연하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는	언제

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일과	학업으로	바쁜	중에서도	항상	하나

님	성전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실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세명의	딸을	선물로	받았습

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저귀	가는	것이	서툴고,	새

벽마다	우는	갓난아기를	팔이	떨어질	때까지	안아서	재우고,	비몽사몽으

로	회사로	향하는	초보	엄마가	되었습니다.	육아에,	살림에,	회사일	까지	

제	삶	하나만	관리하던	청년	때와는	달리,	자녀를	보살펴야	하다	보니	정

작	내	자신이	아파도	스스로를	보살필	시간이	없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둘

째,	셋째를	낳고는	봉사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와	

사순절	새벽기도는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해	

해	주실	꺼야”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년	수련회	

이후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봉사!	나도	다시	봉사	할	수	있

을까?	지쳐	떨어지는	건	아닐까?	김성국	목사님께서	수련회	때	강의하신	

것	처럼,	하나님께서	절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	넣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를	위해	지금	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고	순종하기

를,	청년	때처럼	사랑하는	성전에서	눈물로	주님의	이름을	목청	터지게	부

를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순간이	

다시	오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God’s will(청장년부) 수련회

Reflections on Our Amazing Moment
명샛별 집사

I	thank	God	for	the	blessings	he	has	showered	upon	our	God’s	

Will	group	during	the	1	박	2일	retreat.	For	many	weeks	the	lead-

ers	 of	 this	 group	 prepared	 for	 this	 event	 and	with	 the	 over-

whelming	 support	 and	prayers	of	Reverend	Kim,	이명옥	전도사

님,	최원일	장로님	and	강지영	전도사님,	we	were	able	to	enjoy	each	

other’s	company,	getting	to	know	one	another	and	also	getting	

to	know	our	Father	God	better.

	

Through	Reverend	Kim’s	sermons,	we	learned	that	God	want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us.	And,	although	our	desires	to	serve	

God	often	conflict	with	our	worldly	desires,	we	need	to	make	a	

firm	decision	to	 trust	and	follow	God	through	obedience.	And	

then	and	only	then,	can	we	truly	meet	God	and	experience	the	

Amazing	Moment	we	are	all	eagerly	seeking.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serve	humbly.	The	president	of	

the	group,	송현규	집사님,	was	always	the	first	one	to	arrive	and	

the	last	one	to	leave.	The	vice	president,	정소연	집사님,	along	with	

so	many	other	members	have	a	willingness	to	serve	and	through	

their	tireless	efforts,	I	was	truly	encouraged	and	inspired.	And	

through	testimonies	of	others	 in	our	group,	 I	 realized	that	we	

are	all	going	through	similar	struggles	and	that	we	are	all	striv-

ing	to	balance	our	lives	with	our	desire	to	serve	God.

	

I	 left	with	 the	conviction	 to	obey	God	and	serve	Him	and	His	

church.	I	thank	God	for	our	wonderful	church	and	I	pray	that	we	

will	all	be	more	like	Jesus:	humble	and	loving.	And,	I	hope	that	

we	will	altogether	be	able	to	experience	our	Amazing	Moment	

through	Him.

My	Amazing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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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삼십대에 비추어 생각해 본  
Amazing Moment

이송은 집사

내	삼십대에	비추어	생각해	본	amazing	moment	(이송은	집사)

결혼	후	부부	사이에	생기는	갈등과	육아로	지치고	회복됨이	반복된	시간

이	나의	삼십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육아에	지쳐서	“I	have	no	life.”

라고	친구들에게	웃으며	말하던	기억이	난다.	개인이었던	‘나’가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배워가며	한	사람으로서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

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충실할	수	없었다.	내	시간의	대부분은	아

이들을	위한	것이었고	항상	피곤했기	때문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괴로워했고	마

음에	갈급함이	있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심

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번	God’s	will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에	대해	배웠

다.	1.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은	2.	내가	힘들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주님이	나와의	관계에	소홀해	하시지	않는다.	3.	당신의	나라에	속한	자로	

당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며	4.	말씀과	기도,	환

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5.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도록	하시며	7.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

내	심령이	주님을	갈망했지만	주님께	나아갈	체력과	시간이	안된다고	주저

앉았던	삼십대	중반에	하나님이	퀸장으로	나를	불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만나	주시는	amazing	moment를	경험했다.	출산	후	여기저기	매일	

아픈	나를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fellowship	을	체

험하게	하셨다.	매	해	사순절과	제자훈련,	영성훈련,	또	이번	갓즈윌	수련회

를	통해	단계별로	맞춤형	말씀과	훈련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모하게	하신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나의	왕

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인지할	

수	있음이	가슴	벅차게	감사하다.	내	평생에	날마다	주님	틀	안에서	그	위

대한	순간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ways	of	life;	you	will	make	me	

full	of	joy	in	Your	presence.	Acts	2:28	KJV

God’s will(청장년부) 수련회

나의 위대한 순간
문태일 집사

긴	겨울이	지나가고,	대지에	새로운	생명의	새싹들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

니다.	먼저	이렇게	아가페에	제	글을	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6,7일	“Amazing	Moment”	라는	주제로	강사	담임목사님을	모

시고,	청장년부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출발하는	오전에는	은혜의	단비

로,	낮에는	밝은	햇살로	하나님께서	저희	수련회에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

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에	중에	있었던	단체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담임목

사님과	한	팀이	되어	모두가	하하-호호	즐겁게	단체	게임을	할	때,	아!	이	

모습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	전,	저는	삶에서	약간	지쳐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

해	정말	힐링이	되었고,	다시	한번	좋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은혜로운	시

간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

를	허락해주셔서	결혼을	하고,	첫째	찬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시고,	둘째	

지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시고,	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사업이	힘들어	지게	하셔서	제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낮아지게	하시고…정

말	기쁘고,	힘들고	하는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

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게	느껴지는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퀸즈	장로교회에서	

청장년부와	성도님들과	함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천성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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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뉴마(헬라어-	Pneuma	성령)	금요일	청년	예배가	시작되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청년들의	힘찬	음성이	예배당을	채운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어

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겠다”는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뉴욕	도성	내의	청년들을	금요일	저녁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	이어	“장년과	청년을	넘어	온	세대

에	어울어	지고	민족을	초월하여	청년	예수님처럼	나아가	사역하는	청년”이	되기를	바라시는	김성국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금요일	저녁은	주말을	연결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프뉴마	청년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저버리고	예배와	찬양의	자리를	지키길	원했다.	기뻐	뛰며	찬양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	젊

은	피를	수혈이나	받은	듯	기운이	솟아난다,	청년들의	금요일	프뉴마	찬양	예배가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며	‘온	세대를	어우르

고	연결하는	가교’의	역활을	하길	기대해	본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이	이어졌다.	젊은이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속엔	넘고	건너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짧은	시간을	통

하여	예배에	함께한	장년들이	청년들의	멘토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권면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삶과	사역에서	지치

지	않고	꾸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거룩한	부담감과	도전이	숨겨져	있는	청년들의	나눔의	공간을	소개	한다.		인터넷에	pigeonhole.

at을	치면	공간이	나오고	코드	PNEUMANY을	입력하면	모임을	통하여	청년들이	게재하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나눔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다.	청년들의	건

강한	고민도	엿볼	수	있기에	꼭	들러보길	권한다.

프뉴마	청년들만의	예배가	아닌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로	가득	채워지는,	명실공히	다민족이	어우러지는	예배의	자

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았다.	청년들이	이끌고	장년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격려하고	온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퀸장의	모든	성도들

이	함께	세워	나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PNEUMA WORSHIP의 인터넷 공간에 올라온 여러 고민들을 소개한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소명과 순종, 삶과 신앙 등 거룩한 이들의 고민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으시는지요?

청년으로 섬기며 개역과 보수사이에서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할때가 너무나 많

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않아서 와닿지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운것같아요.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부르심이 있고 내가 순종해야할 자리가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내가 지

키지 못함을 볼때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구분

해야하며 내가 그것을 구분하고 정해도 돼는것인가요?

삶과 사역을 지치지 않고, 주위사람과 환경에 의한 역경에도 꾸준히 수년간 순

종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어떻게?

학업 혹은 일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하는게 맞는걸 까요?

프뉴마 청년들이 받은 비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

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프뉴마 사역을 꿈꾸고싶은데 내 교회에서 사역과 내 인생의 사역을 어떻게 구

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

신 소명인지 어떻게 확신할수 있나요?

청년대학, 선교위원회

프뉴마 워쉽

열린 청년 예배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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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고통과 성숙의 아름다움
이번에는	생명	현상의	한	부분을	우리의	삶과	대비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

나	일정	세월을	거친	후	성인이	됩니다.	유년시절	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많은	문제들과	죄

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어려움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이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두움에	

빠져	삶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나면	많은	문제들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더	큰	삶의	지혜와	경험이	생깁니다.	마치	온실에서	자란	채소나	열매	보다	들판에서	갖은	비바람

과	가뭄,	추위	등을	이겨낸	결과가	더	값지고	맛있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의	안

정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시키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생명	현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로	

바이러스는	세포를	파괴시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	

현상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바이러스와 트랜스포존
바이러스는	매우	특이한	유기체입니다.	생물의	기본	단위는	세포인데	세포는	영양분,	물,	일정한	

온도	등	환경요건만	갖추어지면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효소와	대사물질을	생산할	수	있

습니다.	바이러스는	세포에	비하면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몇개의	단백질	및	효소를	

만들수	있는	유전자를	지닌	짧은	DNA	또는	RNA와	이를	보호하는	단순한	단백질	구조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DNA	서열	분석	이후	밝혀진것은	인류의	DNA중	50%가	바이러스와	일치하거나	유

사한	DNA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	내제되어	있는	바이러스는	타인에	

대한	감염성이	없고,	ERV	(endogenous	retrovirus)	또는	트랜스포존(transposons	or	jumping	

genes)이라고	불리웁니다	(이하	바이러스-트랜스포존).

	

대장균과	같은	세균의	DNA에는	이러한	바이러스	DNA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효모,	

곰팡이,	식물,	동물	세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핵이라는	세포	내	기관에	DNA가	들어있

다는	점	입니다.

DNA가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하여	염색체를	이루며	인류는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DNA	중	50%나	차지하는	이	바이러스-트랜스포존	DNA는	염색체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와	같은	병원성	바이러스는	자신의	DNA를	복제하고	숙주	세포의	DNA에	

삽입함으로서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가지고	오고	이로	인해	숙주의	세포는	죽거나	변형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	몸의		바이러스-트랜스포존	중	대부분은	그	DNA	복제	기능이	망가져	평상시	우리에

게	돌연변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남아있는	일부의	바이러스-트랜스포존이	비정

상적으로	활성화	되어DNA에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암	및	뇌질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최근에	보고	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실험쥐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미의	양육을	잘	받은	어린	쥐는	트랜스포존

의	활성화가	억제되지만,	어미	쥐로	부터	양육을	잘	받지	못한	쥐는	트랜스포존이	활성화되어	뇌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

생명의 법칙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 이승조 집사
Seung Cho Lee, PhD
Research Specialist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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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그	자녀들의	평생에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이

라	믿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인간,	동물,	식물의	바이러스-트랜스포존이	대체로	부정

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염색체의	구조를	유지하는	일을	포함

하여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트랜스포존이	다른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몸에	좋은	블러드	오렌지	

(blood	orange)의	경우	빨간	색깔은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색소	때

문인데	질병과	노화를	막아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블러

드	오렌지	품종이	탄생한	것은	하나의	트랜스포존이	안토시아닌	색소를	

만들어	내는	유전자	앞에	삽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트랜스포

존은	우리	몸에서	주변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여	면역	반응이나	배아	발

달	및	뇌	세포	분화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적으로	생명체의	바이러스-트랜스포존	DNA는	외부	바이러스	침입에	대

한	싸움의	흔적이며,	역설적으로	생명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물의	

다양성에	큰	기여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열매로 바꾸어 내는 믿음
우리	몸	안의	바이러스는	평소에	억제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약해

져	있을	때	나타나서	공격합니다.	면역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다면	큰	질

병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면	좌절하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모

세,	요셉,	다윗	등도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이

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은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도

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진	순수한	믿음은	마치	소중한	하나의	

씨앗과	같다면	믿음으로	이겨낸	시련들은	인고의	과정을	거친	값진	열매

들로	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세무보고봉사를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퀸즈 장로교회에 등록을 했던 2009년이 생각납니다. 그 후로 벌써10여년이 지나 

세무보고봉사로 교회에 계신 여러 장로님, 전도사님, 집사님들을 알게 되었고 여러 부서의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꼬마아이까지 많은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한다며 손수 만드신 음식을 가져다주시는 집사님, 고생했다며 좋은 뜻에 쓰라고 비용을 더 

주시며 격려해주신 교우님, 빵이며 음료수며 정말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들이 매년 

새로운 감사와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보고를 교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데다가 봉사비용으로 새성전 건축과 선교후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일석이조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나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가 되는 일인지 새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달 남짓의 

시간동안 함께 수고해주신 세무보고 봉사팀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8주동안 팀원들과 함께 

하며 봉사하던 시간들이 습관처럼 익숙해졌나 봅니다. 세무봉사가 끝난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갈 곳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운 맘이 너무나 크게 자리잡았습니다. 벌써부터 세무보고팀원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팀원들과 웃으면서 함께 봉사를 하려면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겠지요. 빨리 

내년 TAX봉사시즌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칭찬과 격려를 주시는 김성국 목사님과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세무보고팀도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하며 섬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교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보고 혜택을 받고 많은 물질도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뜻깊게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에도TAX보고시즌이 되어 세무봉사팀도 때를 맞추어8주간의 봉사와 섬김을 이어갔습니다.

직장에서 연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게 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위한 세무봉사를 위해 8주동안 주일을 온전히 헌신한 세무보고팀원들의 섬김으로 47건의 

세무보고를 통해 $3,910의 수익금이 모아졌습니다. 해마다 성실한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세무보고팀과 사랑과 격려로 함께 참여하신 퀸장성도들이 맺은 결실이 

새성전 건축과 선교비로 봉헌되었습니다.

축복과 은혜가 되는 섬김
배강원 집사

왼쪽부터 차례대로 설성경, 정재윤, 문단, 노경희, 박새롬, 

심규한

추가멤버: 배강원 집사, 최원일장로



34  — 아가페 5월/410호

제 12회 태아교실

임신은	기쁜	소식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과	동업하는	과정입니다.
태아교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한	신앙	교육과	성경적	태교를	배
우는	시간입니다.	또한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선택된	부모이며	이에	따른	양육의	사명을	가진	부모임을	
깨닫고	가져야할	신앙의	태도를	알려주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출산을	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태아교실을	통해	퀸장의	모든	임신한	가정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더욱	든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영아부 부장 윤지영 권사

저는	결혼	3년만에	임신하여	올해	7월에	출산을	앞두고	이번	태아교실수

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아기인지라	아무	경험도	없고	부모님도	옆에	

안계서서	조언을	구할	곳도	마땅치	않았는데	교회에서	배우는	시간을	가

질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고	감사했습니다.

첫번째	수업에서는	먼저	출산경험이	있는	아기엄마들이	전에	아기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무엇이	제일	힘들었는지,	또	어떻게	어려운점들을	극복

했는지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아기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를	어떻

게	본인	상황에	맞게	해야하는지	또	왜	중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순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산모체조도	

배웠습니다.	산모체조를	배우는	동안	예비아빠들은	예비엄마들을	위하여	

주방에서	디저트를	만들어주고	함께	간식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

습니다.	또한	이명옥전도사님께서	태교의	중요성과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키워야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음

속으로	막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대로	태

교하고	양육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전도사님께서	말씀으로	다시한번	명확

하게	짚어주시고	알려주시니	더	확신하며	나아갈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시간에는	예비아빠들이	예비엄마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산모식단과	피부관리에	대해서	배웠으며	이명옥전도

사님께서	계속하여	성경적태교에	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축복을	저희	가족뿐만아니라	교회에서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	태아교실을	준비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이번	태아교실수업을	통해	임산부로써	아기를	품고있는	동안	모든	

생각과	입으로	먹는	모든	음식과	또	모든	듣고	보고	하는것들이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적인	태교가	왜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부부는	먼저	우리자신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부모가	되어	새	생명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녀를	올바른	신앙속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몇주동안	수고해주신	이명옥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은총이	모든	분들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에게 주는 첫 선물,  
성경적 태교
남위홍 집사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으며 아내를	향한	사랑을	가득가득	담아서

연어	스테익과	야채,	보라고구마,	오렌지	간식까지	

곁들인	충분한	한끼	식사랍니다.

	이렇게	안으라고	하셨나?

이제	제법	자세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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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미니 인터뷰

지난	부활주일에	사순절	가족개근을	수상한	설동택	집사님	가정을	만나보

았습니다.	설동택	집사님은	2002년	8월에	퀸장가족이	되셨고	16년동안	사

순절	새벽기도의	자리를	온	가족이	지켜왔으며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보내

던	몇년을	제외하고는	10여차례	가족개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설집사님	가족에게는	사순절	새벽기도에	대한	특별한	사모함이	있다고	합

니다.	그것은	퀸장가족이	되기	이전,	한국에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세균

성	뇌수막염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들을	위해	기도로	매달렸

던	시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당시	갓	

태어난	아들에게	50여마리	안팎이	정상수치인	세균수가	1만	1천마리나	발

견이	되어	치료가능성도	희박할	뿐더러	치료가	되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의사소견을	들었답니다.	새벽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

려	받은	기도응답으로	아무런	장애없이	건강하게	자란	아들로	인해	하나

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사순절	새벽기도였다고	합니다.

	

이	후로	자녀와	함께	일년365일	중	40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사순절을	지켜오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어릴때부터	사순절	새벽기도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

임을	끊임없이	가르쳤으며	아들과	딸이	청소년기를	보낼	때에는	쉽지	않기

도	했지만	어릴적부터	억지로든	건성으로든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사순절	

새벽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때론	불평하는	자녀에게	엄밀히	말하면	사

순절	새벽기도는	40일이	아니라	36일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365일의	

새벽을		드리지는	못해도	일년에		36일을	못

드리겠냐고	반문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

켜오셨답니다.	그로인해	지금은	부모의	채근

이	없이도	스스로	사순절	새벽예배의	자리

를	지키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관리직원으로	교회를	섬기시며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지킬	수	있

도록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계실에서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과 설희숙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성장한 아들의 졸업식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여서 더욱 기쁘고 행복한 

설성은 청년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섬기는 설동택 집사님

사순절 가족개근

엄밀히 말하면 36일이란다!
- 설동택, 설희숙 집사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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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C 2학기를 개강하여 첫 수업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누

구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담임목사님의 질문에 40대 선교회원들은 한마디 단

어로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자신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며 각 사람을 다양하고 독

특하게 만드시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음을 알게되었고 김성국 목사님의 “ 나는 하나

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단 한마디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퀸장 성도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빚으신 40대 선교회원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QBC 40대 선교회원들의 한마디 자기소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편집부

김동성	–	저는	‘종’	입니다.	나를	낮추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인님	말씀	하셔유~”

	
손정호	–	저는	‘새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

생자를	주셨것만,	저는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	나	중심으로	살아	왔습니다.	4년	전	예
수님을	만나	이제는	‘새피-새로운	피조물’	이	되어	예수님	닮기
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송미진	–	저는	‘전도폭발	56기	훈련생’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수	있도록	훈련	받겠습니다.
	
심경선	–	저는	‘약한	자’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닮아가는,,	잘했다	칭찬받

고	싶은	자입니다.
	
양혜정	–	저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하고,	사람들간의	사랑도	사랑하고,	전	
사랑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영순	–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사람’입니다.
	
이명희	–	저는	‘새	생명’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영경	–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숙녀’입니다.	예전에는	시	쓰

기를	좋아하는	고독한	숙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더이상	고
독하지	않습니다.

	
이은술	–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복	받은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로,,
	
이정혜	–	저는	‘기대하는	자’입니다.	늘	제가	가진	능력보다	많은	것을	맡

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매일	고민하며,	또한	하
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실지	기대합니다.

	
이혜진	–	저는	‘큰	애’입니다.	키가	커서	큰애로	불리웠지만	믿음이	큰	자

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정훈	–	저는	‘큰	애’	남편	‘작은	애’	입니다.
	
임동진	–	저는	‘감사함’	입니다.	하루	하루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

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민영 –	저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키는	여전히	작지만	마음
은	충만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찾는	자입니다.

	
정주영	–	베풀며	나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자’	

입니다.
	
조은민	–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차문희	–	저는	‘잡초	뽑는	여자’	입니다.	매일	쪼그리고	앉아	집	마당의	

잡초를	뽑듯이	영성훈련과	QBC	말씀으로	제	마음의	잡초도	뽑
고	있습니다.

	
최경희	–	저는	‘진흙’	입니다	^^	하나님께서	빚으시는대로	빚어지고파서요.
	
최성수	–	저는	‘퀸장의	예체능’	입니다.	체고를	졸업하고	미대를	나왔는

데...	음악적	재능까지	주셨습니다.	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퀸
장의	예체능이	되겠습니다.

	
최은숙	–	저는	‘소리’	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	복음을	외치는	소

리입니다.
	
최진식	–	저는	‘소리’	의	남편이며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싶은	‘뜨거운	남

자’입니다.
	
팽정은	–	저는	‘전도사’	입니다.
	
허민정	–	저는	‘기쁨’입니다.	험한	세상속에서도	언제나	거침없이	주님의	

기쁨이고	싶습니다.
	
홍한나	–	저는	이	나이에	아직도	‘성장중인	자’입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이

었던	저를	조금씩	바꿔가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	없
는	믿음도	자라게	하실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
시도록	앞으로도	성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가페 — 37

오랫동안	남,녀	선교회가	따로	따로	헌신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드리게되

니	웬지	부담도	덜	되고	힘이	나는	것	같다.60대에	갓	들어선	아직도	젊

은(?)	선교회원들-대부분의	회원들이	손자,손녀	한	둘쯤은	있지만	청년

을	무색하게	하는	열심과	아름다운	마음이	함께	모이니	찬양	연습할	때도	

새삼스레	가슴이	설레었다.

강사	목사님(정갑신목사)이	주신	능력의	말씀이	넘치는	감동와	감사로	채

워주셨다.	‘신자의	자리’(눅19:11-27)-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엄하신	분,	

너그러우신	분,	신뢰할	수	있는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

우리(신자)는	하나님을	나의	경험이나	편견에	가둬두면	안되며,	내	인생이	

비록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뿐	아니라	말씀을	통

하여	발견하고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한다.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시며,구원과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과	순종으로	섬길	때	그	예수님을	소유

한	자는	영원히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주인)에	대

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남기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임을	바로	알

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은	후에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갈망하고	송

축하리라고	선교회원들이	소리	높여	화답	찬양을	드리며	진정한	헌신을	

다짐했다.	지금까지	믿어온	주님을	우리들은	과연	어떤	분으로	알고	지냈

으며	섬겨왔는지,과연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남기는	삶을	살아왔

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하게된	귀한	헌신예배를	드리게	해주심

에	감사드린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두려움과	의

심없이	전적으로	그	위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영원히	찬양하고	주님의	발

자취를		따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호수아, 루디아 선교회

선교회 헌신 예배

교회의	각처에서	볼	수	있었던	이들이	모였다.	그들은	갈렙,	다비다	선교	

회원들이다.	56에서	60세에	해당되는	저들을	세상에선	이순의	단계로	볼	

것이다.	귀가	순해지는	이순의	나이와	이에	이르러	가는	회원들이지만	각

부서에서	오랜	세월	보여준	저들의	섬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

히	귀를	기울이고	있음이	나타난다.	열왕기하	20장	1	–	7절을	본문	말씀으

로	전해주신	이동진	목사의	말씀은	“죽을	병	앞에서	히스기야가	택한	것

은	통곡의	기도이며	하나님을	향한	통곡의	기도만이	살	길이고,	열심있는	

헌신과	섬김도	기도가	수반되어야	하며	기도만이	살길”임을	강조	하였다.		

교회의	기둥으로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며	드리는	저들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엔	목소리	높여	부르는	저들의	수고가	뭍어있고,	말씀에	집

중하는	회원들의	모습엔	저들의	순종이	엿보이며,	기도하는	저들의	손엔	

충직함이	배어있다.	

변함	없이	교회를	지키며	섬기는	회원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	드러나며,	갈렙과	다비다	선교	회원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들	앞에서	형통케되는	체험이	증거되는	선교회로	거듭날	것을	확신케	하

며,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함으로	예배는	마무리	되었다.

예배후	단체	기념	사진을	찍고	흩어지기	전에도	잊지	않고	함께	기도로	마

무리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은,	잘	훈련된	주의	군사들을	보

는	것	같았다.	각	선교회의	본이	되어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올	한해도	주

안에서	귀히	쓰임	받고	섬기는	갈렙과	다비다	선교회로	기대해	보았다.	

섬김의 완숙함으로 교회를 지키는 선교회
갈렙, 다비다 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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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페 407호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아가페 406호 문제정답

출제 김기호 장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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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페 409호 문제정답

가로 푸는 열쇠

2	근심이나	걱정이	되는	해로운	일	(시107:39)

3	우리	개신교에서	예배	시작시	고백하는	경.

5	머리	위에	숫구멍이	있는	자리	(창49:26)

6	하나님	말씀,	바이블.

7	정권을	잡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	(마20:25)

9	기독교의	심볼.

10	하만의	아들	(에9:7)

12		죄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

14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기록한	책	(시69:28)

16	그물코같이	성기게	짠	집	(사3:18)

18	몸을	숨기는	곳	(시32:7)

20	백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지휘자	(마	8:5)

22	열렬한	정성(시69:9)

23	베냐민의	가족의	조상	(삼상10:21)

24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만들어짐

25	찬송가	559장	첫머리.

아가페 410호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세로 푸는 열쇠

1	우리	교회	이달의	표어

2	마이	홈	(My	Home)

3	하룻밤을	오경으로	나눈	네째	시작으로	새벽2시부터	4시	무렵	(마14:25)

4	신령이	몸에	접한	사람	(신18:11)

6	삼위	일체의	제2위	되신	분	(상식)

8	권력과	세력을	가진	자	(롬	8:38)	

9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주신	열가지	계명

11	소	아시아의	한	도	(행	2:9)

13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곳	(시	14:6)	

14	남편과	생이별한	여자	(삼하20:3)

15	허물을	꾸짖음	(창	21:25)

17	유대인들이	이		도를	이방시하고	주민을	이족시한	땅	.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곳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영생수를	가르치셨다.	(요4:4)

19	새로운	세상

20	국민,	문벌이	높지	않은	상사람	(출	1:20)

21	오랜	시일을	두고	비가	오는	계절

22	훈공이	있는	조상	(창25:8)

1. 참여방법

2. 응모기간

3. 당첨자 발표

4. 상품안내

낱말을	다	맞춘	후	정답지를	친교실에	

비치된	응모함에	넣어	주세요.

5월	6일(주)-5월	23일(수)

정답지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아가페	

2018년	6월호에	발표합니다.

퀸즈장로교회	친교실	식권	10장씩

정 답 자          류순영 집사, 허경화 장로, 김영웅 집사, 심화숙 권사, 허애숙 권사

*정답자 추첨은 이송은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