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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칼럼 황인철 담임목사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생활
을 마치고 드디어 말로만 들어오던 약

속의 땅, 가나안이 이제 바로 요단강 건너 눈
앞 현실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4백 30년 동
안 학대 받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백성
이 또 40년이란 긴 시간을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다가 이제 강하나만 건너가면 자유인
으로 살 수 있는 새 땅을 바라보며 모두 흥분
하고 좋아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당면한 장벽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몇 가지 당면한 어려
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나안 공격을 방해하는 장애요소였습니다. 
또 여리고 성이라는 크고 견고한 성벽이 있
어서 도저히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절
망적 상황입니다. 아울러 그곳에는 벌써 다
른 민족이 자리를 든든히 잡고 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전쟁에 능하고 잘 준비된 무기
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적 문제는 모세가 죽었
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
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낸 전무
후무한 지도자입니다. 캘빈은 이때 이스라
엘 백성의 처지를 목 잘린 몸뚱이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
성들에게 최대의 충격이요, 최대의 위기였
습니다.

결과는 보장되었다

이때 모세의 대를 이어 그 책임을 맡은 사

승리의 길

수 1:1-9  (Joshua 1:1-9)

In the text, the Israelites just ended 40 
years of life in the wilderness, and fi-

nally they were gazing at the Promised 
Land that they only heard about.   It was 
becoming a reality, the land of Canaan, 
just across the Jordan River.  Liberated 
from four hundred and thirty years of 
slavery, and then forty years of wilder-
ness, the Israelites were ecstatic.  They 
could almost taste the ultimate freedom 
in the new land.

However, they were faced with for-
midable obstacles.  Jordan River was in 
their way.  It was a major obstruction in 
attacking Canaan.  Moreover, the situa-
tion seemed more hopeless as they faced 
the indestructible walls of Jericho.  In ad-
dition, very powerful tribes had already 
settled in that city.  They were equipped 
with advanced weapons and well trained 
battle-ready army.

The biggest predicament was the loss 
of their charismatic leader Moses.  Who 
was Moses?  He was the greatest leader 
in the history of Israel who led the Isra-
elites out of Egypt from the hands of a 
pharaoh.  Calvin described the state of 
the Israelites as “a headless body.”  The 
death of Moses was the greatest shock 
and crisis to the Israelites.  

Joshua was chosen to carry on the re-
sponsibility from Moses.  The existence 
or an extinction of this people was in his 
hands.  One can only imagine how much 
burden Joshua must have felt.  Joshua’s 

Path to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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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실로 한 민족의 존폐 
여부가 그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겁이 났
겠습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실패한다면 이
스라엘의 미래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
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
도록 몇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피차 격려하며 위
로해 주면 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용기를 북돋
워 줍니다.

먼저 결과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리 과정이 고생스럽고 어려워도 선한 결과
가 보장돼 있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취재로 퓰리처 상을 받은 히긴스
가 중공군과의 전투로 몹시 지친 해병 중대
를 찾아가 한 병사와 대담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어떤 소원을 말
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그 병사는 “내
일을 달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명한 내일이 
약속된다면 오늘의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가 가나안 땅
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약속에 대
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었노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었던 것이 여호수아의 신
앙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의 말대로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
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선한 결
과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
이 믿음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인간이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마
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으면 하나님이 계속해
서 이 말씀을 반복하여 하셨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의 방향
만 잃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failure will mean the doom of Israel’s 
future.  Therefore, God promised to pro-
vide Joshua with several things.  This 
text shows what God promised to pro-
vide to Joshua. When trials happen in 
life, exchanging encouraging words and 
providing care can boost one’s morale.  
God boosted the courage in Joshua in 
this way.  

First of all, God promised an outcome.  
Guaranteed outcome can help anyone to 
persevere to the very end.  

Higgins, a Pulitzer-prize winning jour-
nalist, once interviewed a marine who 
was tired and weary from a battle with 
Chinese soldiers.  He asked, “If I was 
God what would you ask for?”  The ma-
rine answered, “I want tomorrow.”  He 
could deal with today’s pain if tomorrow 
was guaranteed.  

God said to Joshua, “I gave that land to 
you.”  Only his faith in God’s help will 
help him to claim the land of Canaan.  
His faith is trusting God’s word, “I gave 
it to you.”

In Numbers 21, all those who trusted 
Moses’ words and looked at the brass 
serpents were saved.  We need to have 
faith.  That is what’s required of God’s 
word.  Path to victory and faith involve 
believing that God’s promises are always 
good and lead to good ends.  

God requires of us, “Be strong, and 
be courageous.” Joshua must have been 
very discouraged for God to repeat these 
words.

 Life affairs are largely dependent on 
the attitudes of our minds.  In any crisis, 
if one’s heart is centered and focused they 
can overcome their crisis.  Even when a 
person is under the grip of a tiger’s jaw, 
he can survive if he is alert.  Out of fear, 
Moses wanted to give up on carrying 
out God’s will.  Prophet Jonah refused 
to go to Nineveh out of fear.  Mark also 
gave up continuing his missionary jour-
ney with Paul owing to its hardships.  
However, God did not give up on them.  
Therefore, we need to guard our he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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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모세는 한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겁이 나서 포기했습니다. 요나도 니느
웨 전도가 겁이 나서 포기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자신이 
없어 중간에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
므로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
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
도하고,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
럼 일하라’는 말은 진실입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어디서 오겠
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는 믿음에서 옵니다. 스스로에게 자기 최면
을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군사임무를 띤 영국 기선 
한 척이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던 중 적의 군함을 발견하고 선장은 급히 
무전을 쳤습니다. “적 군함이 보입니다. 지
시를 바랍니다.” 바로 회신이 왔습니다.  “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고 계속 항진
하라.” 선장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어느 
곳을 보아도 자기를 지켜줄 영국 군함의 모
습은 보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는 명령에 복종하여 항해했고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영
국 잠수함 한 척이 그 항구로 들어오고 있더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잠수함이 내내 같은 
항로를 따라 그 배를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승리의 세 번째 요인은 “이 율법책을 네 입
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군대를 이끌고 가나
안 땅을 쳐들어가야 하는 대장에게 “전략을 
잘 세우라”, “군인을 더 많이 뽑아라”, “무기
를 현대화하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
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
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
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물
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골리앗의 목을 
밟고 칼로 그의 머리를 베었다는 이야기입
니다. 키가 9척이나 되는 장수 골리앗을 소

and be strong.
“Pray as if everything depended on 

God and work hard as if everything de-
pended on you,” is a lasting truth.  

Now where can strong and brave hearts 
come from?  They come from our faith 
that God is ever-present with us.  This is 
not self-hypnosis.  

During WWII, a British vessel was 
heading toward America on a military 
mission.   One day during the voyage, the 
captain of the vessel detected an enemy 
battleship, and quickly radioed to his 
ally vessel, “We see an enemy battleship, 
please instruct us.”  He received a quick 
response.  “We are protecting you, be 
assured and proceed.”  The captain had 
some doubts.  He searched all around his 
vessel but did not find any British battle-
ships in sight.  However, he obeyed the 
command, and eventually arrived safely 
in America.  At the same time, a Brit-
ish submarine entered the same harbor.  
The submarine was protecting the vessel 
throughout its voyage.

The third source of victory is,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out of 
your mouth; you shall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Joshua 1:8). Instead of, 
“Have sound strategies,” “Have a big-
ger army,” “Have better weapons,” God 
tells him, “Do not depart from the word 
of God.”  

1Samuel 17:51 says, “Then David ran 
and stood over the Philistine; he grasped 
his sword, drew it out of its sheath, and 
killed him; then he cut off his head with 
it. When the Philistines saw that their 
champion was dead, they fled.”  It is a 
story about a boy named David knocking 
out Goliath with a sling shot and chop-
ping his head off with a sword.  It is a 
miracle how David knocked down a nine 
feet tall Goliath and stood tall with his 
foot on the neck of Goliath.  How was 
it possible?  It is explained in 1Samuel 
17:45-46.

David said to the Philistine, "You come 
against me with sword and spear and jav-
elin, but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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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다윗이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밟았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
습니까? 설명이 사무엘상 17:45-46절에 나
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
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
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
을 베고’.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여호와 하나
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경우를 만났든지 반드시 그에 합당한 
해당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
움과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망
한다, 망한다” 하면 결국 망합니다. “끝났다, 
끝났다” 하면 정말 끝이 납니다. 말로 생각이 
좌우되고, 생각으로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
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비난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던 입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
양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
하라’고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면서 흥하기를 
바라고, 심판 받을 일을 행하면서 승리를 바
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승리의 길에 서야 승
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
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힘들게 생각되었던 요
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방법을 보면 너무 원시적이

of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whom you have defied.  
This day the LORD will hand you over to 
me, and I'll strike you down and cut off 
your head.”  

Who is the true victor?  It is the one 
who trusts and relies on the word of God, 
Yahweh. No matter what we face in life, 
God’s word has perfect verses for every 
situation.  Therefore, people of faiths are 
always victories as long as they keep 
God’s words in their hearts and obey.

In addition, we need to watch what we 
say. We will be defeated, if we continue 
to say “we are doomed, we are finished.”  
Our words impact our thoughts, and our 
thoughts decide our destiny.  We must 
stop words of despair and negativity.  We 
must not let the word of God depart from 
our mouths.   We need to stop our mouths 
from uttering critical words and words of 
despair, but rather we need to use them 
to read, meditate, and praise God’s name.  

Above all, God says, “Act in accor-
dance with all that is written in it.”  We 
are to hold on to God’s word and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God promises, “For then you shall 
make your way prosperous, and then you 
shall be successful.”  

Are we heading toward the way of 
doom while wishing to prosper?  Are we 
wishing for the final victory while doing 
things that will receive final judgment?  
Victory can be earned only on the path 
of victory. If we live by the word of God 
and obey, then God will lead us to vic-
tory.

Joshua crossed the Jordan River safely 
although it seemed impassible.  He also 
knocked down the impenetrable walls of 
Jericho through archaic and unscientific 
methods.  

Can you believe that the river current 
stopped so the people can cross the Jor-
dan River when the priests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How is it feasible 
that the walls of Jericho crumbled down 
after people walked around the walls 
seven times and sho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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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y did and those things 
happened.

God’s will is done through prayer 
and faith with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On the other hand, if we totally 
rely on our own thoughts, wisdom, and 
knowledge, then we will totally fail.

Sometimes we think of our crisis as a 
river we cannot cross.  Or we can feel 
hopeless when things seem like inde-
structible walls, like the walls of Jericho.    

Our thoughts and feelings would be 
true, if we were relying only on our 
strengths.  However, there is nothing 
we cannot do if we depend on God’s 
strengths.  

God says in Isaiah 40:30-31, “Even 
youths will faint and be weary, and the 
young will fall exhausted; but those who 
wait for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they shall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they shall run and not be 
weary, they shall walk and not faint.”

In the end, Joshua became a hero of 
his people, as the one who realized their 
dream of claiming the land of Canaan.  In 
the process of conquering the Promised 
Land, Joshua experienced God’s amaz-
ing provision.  Hence, in the final chap-
ter, Joshua left his well known confes-
sion before his death,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Joshua 24:15).

Joshua and his people once stood on 
the river banks of Jordan, gazing at Ca-
naan across the river, wondering how 
they will accomplish seemingly an im-
possible task.

Ultimately, they crossed the impassible 
River Jordan with faith, and conquered 
the impenetrable Jericho through faith.  
In the same way that they built a new na-
tion in a new land, May God bless you to 
have the final victory, completing all the 
tasks and missions God has given you 
through faith.  Amen.

고 비과학적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
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물이 멈추어 
온 백성이 건넜다는 말이 믿어지는 말입니
까?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지
르니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되었
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
면서 믿고 따라 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지
혜나 지식을 기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실패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 거대한 장벽이 나를 가로막으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고 낙심합니
다. 우리의 힘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맞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40:30-31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
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
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
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고 하셨습니
다.

결국 여호수아는 유대민족의 숙원인 가나
안 땅 정착의 꿈을 실현시킨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가
운데 자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
고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장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유명한 간증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서 이 엄청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었습니
다.

그렇지만 결국 건너지 못할 요단강을 믿
음으로 건너고, 무너뜨리지 못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새 땅에 새 나라를 건
설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 주
신 무거운 사명들을 믿음으로 완수하고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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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
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스 4:6)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
는 영혼이 깨어나 새롭게 변화되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
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일
어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전적으로 돌이키게 됩
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결코 임할 수 없는 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번 특집을 준비하였습니다. 

선교 특집

1. 부흥의 여정
2. 십자가와 깡패들
3.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4. 돌이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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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의 불길이 다 사위어버린 잿더미들
에서 혹 오늘 우리의 부흥의 불씨를 찾

을 수 있지 않을까?’ <팔복> 시리즈를 감동적
인 영상으로 담아냈던 김우현 감독은 진정한 
부흥의 본질을 깨닫고자 한 구도자의 마음으
로 20세기 초 전 세계에 일어난 부흥 역사의 
현장인 영국 웨일즈, 미국, 캐나다, 중국 심양, 
몽골, 북한 평양을 탐사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찾아 다닌다. 또한 그 부흥을 되살려 오
늘날의 한국교회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
게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원하는 간절
한 소망을 표출한다. 

이 책 <부흥의 여정>에서 그 중 ‘부흥의 본
질’을 담아낸 몇 편의 이야기를 이곳에 소개
한다. 그 거룩한 부흥의 불씨가 지금 2010년, 
뉴욕에 사는 우리들 가슴에도 지펴지기를 소
망하며. 

20세기 부흥의 불씨, 웨일즈 부흥

1904년 10월의 마지막 밤, 예비 신학생 이
반 로버츠는 순수한 고향의 친구들과 함께 
영국 모리아교회에서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주여, 우리를 굴복시
켜 주옵소서. 우리를 꺾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구하옵소
서.” 계속된 간절한 기도 끝에 이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
했다. 그것이 20세기 서두에 전 세
계 부흥을 자극한 ‘웨일즈 부흥’
이 되었다. 

그 부흥의 주역이 된 이반 로버
츠는 13살 어린 나이 때부터 아버
지를 따라 광부와 대장장이로 힘

겹게 일하면서도 탄광 안에서 이렇게 기도
해왔다. “내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
고 이 땅 위에 부흥이 임하게 해주소서.” 춥
고 컴컴한 갱 안에서 기도하는 가난한 어린 
영혼의 간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10
년 후 모리아교회에서 응답하셨다. 상상하
지 못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하나
님 나라는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에 잉태되어 자라났던 것이다. 

부흥은 광부들에게도 번져나갔다. 한 탄
광촌에서는 50개의 광산에서 사람들이 흐느
끼며 기도하는 부흥이 일어났다. 한 철광 채
석장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4천 여 명이 참석
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낮 2시부터 자정까
지 찬양을 계속했고,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찬양소리에 몰려 왔
다고 한다.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 비처럼 강
력하게 역사하였다. 

가난 때문에 저주와 욕설을 입에 달고 살
던 아이들이 부흥을 통해 변화되어 성경과 

기도에 전념했으며 예
배 후에도 자기들끼리 
모여 기도회를 가졌
다. 특히 뱅고어라는 
지역에서는 어린이들 
사이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
이들은 어디서나 모여 
기도했으며 수많은 역
사들이 일어났다. 

어린이들 역시 많
은 기도회를 가졌는

특집 - 부흥 I

부흥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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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아주 진지하게 가족의 구원을 위
해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울부짖었다. 게르
웬에서는 9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인 기도회에서 이제 겨우 말을 하
기 시작한 한 아이가 “오! 저를 구원
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하며 울
며 간구했다. 

이곳 웨일즈에서 부흥을 경험한 이
반의 모든 형제들뿐 아니라 성령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여 부흥 
이후에 인도, 미국, 아프리카 등 세상 
끝을 향해 선교를 나갔고, 그곳에서
도 많은 부흥의 결실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흘러나간 것을 ‘웨
일즈 부흥’이라고 부른다.

1905년 인도 카시의 고아와 과부
들에게 찾아온 부흥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인도 여성들
은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다. 절망적인 힌
두교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예수님 당시처
럼 천대를 받았다. 그 중 라바마이라는 여성
은 결혼생활 2년 만에 남편이 죽고, 어린 딸
과 처참한 밑바닥 생활을 경험해야 했다. 나
이 스물셋이었던 그녀는 힌두교 신앙에 회
의를 느끼고 진정한 신을 찾기 시작했고, 수
년간의 구도 끝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1898
년, 극한 기근과 전쟁으로 많은 고아와 과
부, 가난한 여성들이 생겼다. 라마바이는 그
들을 위한 쉼터 사라다 사단과 구원을 뜻하
는 묵티 공동체를 설립했다. 그래서 이들에
게 음식, 옷, 쉼터, 교육, 직업 훈련의 기회
를 제공했다.

한편 라마바이는 호주 및 웨일즈에 부흥
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 요청을 보내
는 한편 성령강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
지고 묵티 공동체의 고아와 과부들을 모아 
기도모임을 만들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
인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고 인도와 전 세계
에 성령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6개월 만에 이름 없는 이 작은 기
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1905년 6월 29

일, 묵티의 고아 소녀들과 과부들이 강력한 
성령의 불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이 불의
와 죄의 법 아래 있음을 보았다. 처절한 회
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들에게 ‘성령세
례’가 임한 것이다. 

많은 고아 소녀들이 성령께서 거룩한 불
을 가지고 자기 영혼 안에 오셨다고 간증했
는데 이 거룩한 불을 가리켜 ‘불세례’라 일
컬었으며, ‘그것은 거의 견딜 수 없는 것이었
다’라고 고백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반드
시 만나야겠다는 진정한 굶주림이 있었다. 
아이들은 그처럼 산고를 겪은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찬
양하였다.

처음에 라바마이는 묵티에서 일어난 부흥
에 관해 말하길 꺼려했다. 성령의 사역이 방
해를 받을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
나 성령께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동일한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주셨다. 
2주 후에야 라마바이는 성령충만한 몇 명을 
데리고 집회를 시작했다. 그녀는 오직 그리
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였다. 

그들은 그 뜨거운 체험에 사로잡히지 않
고 오히려 성령으로 변화된 소녀들을 조직
하여 더욱 기근이 심한 곳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겼다. 그때마다 그곳에서
도 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낮아지
고 가난한 영혼을 향하는 길이 진정한 부흥
의 진원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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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

1890년 한국에 온 하디 선교사는 같은 토
론토 출신인 펜윅의 원산 집에서 진료 사역
을 시작한다. 그리고 1901년부터는 강원도 
지방에서 개척 선교사로 사역했다. 그러나 
결실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하디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처음에 
하디는 그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데 당시 여선교사들에게 성경공부를 인
도해 달라고 요청을 받고 준비하는 동안 성
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스가
랴 4:6).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
기가 가진 지위나 능력으로 사역한 것이 실
패의 원인임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그
것을 깨닫자 그는 처절한 회개로 나아갔다. 
그러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성령께서
는 선교사들과 한국인 성도들 앞에서 그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셨다. 당시 기록을 보
면 하디는 부끄럽고 당황한 벌건 얼굴로 자
신의 교만과 강퍅한 마음을 회개했다고 한

다. 대단한 선배 사역자요, 우러러보았던 서
구의 선교사가 자신의 무능과 부끄러움을 
내놓자 무감각하던 영혼들이 흔들리기 시작
했다. 그 당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가
운데 흔히 보았던 인종적 우월감, 한국인들
을 미개인처럼 여기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
했던 자만심을 토로하자 놀라운 변화가 시
작된 것이다. 

그가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인도하던 중 
갑자기 최종손이란 소년이 “며칠 동안 너무
나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라며 자신
의 죄목을 적은 종이를 펼쳐 읽는 것이었다. 
이 일은 다른 성도들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많은 이들이 회개와 성
령 체험을 시작했다. 죄에 대해 전혀 무감각

하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한국의 성도들이 통곡하며 회개
의 영에 사로잡혔다. 

1903년 하디의 자신을 처절히 
내려놓는 회개에서 시작된 부흥
의 불꽃은 서서히 한반도 전역을 
태워갔다. 그리고 1907년에 이르
자 그 영적 열망은 최고조에 달
했다. 

1907년 1월 6일, 전국에서 몰
려든 약 1천 명의 성도들이 평양 
장대현교회를 가득 채웠다. 그
들은 성령의 임재를 맛보기 위
해 숙박비는 물론 자신들이 먹
을 쌀을 등에 지고 온 열정파들
이었다. 

그러나 집회 여덟째 날 마지
막 날에 이르렀으나 아직 하나님
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
다. 그때 장대현교회의 수석장로
였던 길선주 장로가 앞으로 나오
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깜짝 놀
라는 성도들을 앞에 두고 길선주 장로는 자
신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했다. “약 1년 전 임
종을 앞둔 한 나의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
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 장로, 나는 곧 세
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
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
겠소.’ 나는 ‘걱정마오, 내 그렇게 해 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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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미망인의 재산
을 관리하던 중 나는 미망인의 돈 100달러
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방해했으
며, 100달러를 내일 아침 미망인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길선주 장로가 저럴 수 있는가? 정
말 실망이다!’라는 충격이 아니었다. ‘길선
주 장로 같은 분도 저런 죄가 있는데, 나야
말로 감추어둔 죄가 많은 사람이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회중들이 통곡하는 회개의 역
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너도나도 “저도 고
백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죄
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이어지자 순서를 기다리지 
못해 앉은 자리에서 데굴데굴 구르고 몸부
림치며 회개하는 사람까지 생겼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에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참모습이다. 
1859년 아일랜드에서는 성령의 임재 앞

에 건강한 장정들이 견디지 못하고 수없이 
고꾸라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
어났다. 1904년 웨일즈의 성도들도 성령의 
불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가슴
을 치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회개가 일어났
다. 1905년 인도 라마바이의 고아 소녀들과 
과부들도 자신들이 죄의 법 아래 있음을 깨
닫고 처절히 회개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 그들도 망
하는 자신의 모습,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
는 자신의 처참한 영혼을 목도했다. 그 전
에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우상과 불의와 죄

악들이 성령이 오시자 적나라하게 만져지고 
강권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선
교사와 성도들이, 목회자와 장로가, 형제와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강단 앞으로 나
와 심장이 터질 듯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하
였다. 

그동안 이기적이고 강퍅한 독선으로 무시
하고 미워하던 이들이 서로 무릎을 꿇고 화
해하는 모습, 성령이 임하신 진정한 모습은 
어떤 영적 현상이나 은사이기 전에 이렇듯 
처절한 회개다. 관계의 회복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천국의 도구, 그리스도
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통해 능
력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부흥의 진
정한 모습이다.

          - <부흥의 여정>에서 발췌 및 정리 
               By 박소나 기자

NAGASHIMA
JAPANESE RESTAURANT

Tel:  (516) 338-0022
Fax: (516) 338-5832

12A-1 Jericho Turnpike  Jericho NY 11753
(Jericho Shopping & Office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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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부흥 II

바로 우리 가까이, 뉴욕에서 일어났던 부
흥을 아는가? 거리에서 방황하는 불량 

청소년들, 갱단들, 마약중독자들-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뉴욕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중
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도하고 순
종했던 데이빗 윌커슨 목사가 있다. 그 흥미
진진하고 놀라운 부흥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
을 초대한다. 

I
데이빗 윌커슨 목사는 대대로 내려오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마

르고 약하게 생긴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놀

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든든한 믿음 위에 자

라갔다. 그의 처음 체험은 어린아이였을 때

였다. 학교에서 걸어오던 어느 날, 구급차가 

급하게 지나가더니 그 차가 집 앞에 서는 것

을 보았다. 아빠가 위궤양으로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이다.  두 시간 정도 밖에 살 수 없

다고 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

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마 21:22). 

그 작은 아이는 사람들을 피해 지하실 보일

러실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

기 시작했다.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

빠를 고쳐주세요.” 혼자서 하고 있는 그 기

도 소리가 보일러의 파이프를 타고 집안 모

두에게 들려졌다. 데이빗은 기도를 마치고 

아빠를 만나러 올라갔다. 아빠는 편안한 모

십자가와 깡패들

습으로 누워 계셨고 진단을 마친 의사는 경

악을 금치 못했다. “기적입니다. 피가 멈추

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연약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소년 시

절 또 한 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부모를 따라 피츠버그로 이사간 지 얼마 되

지 않아서였다. 기운 세고 덩치 큰 동네 아

이로부터 도전장을 받은 것이다. 연약한 데

이빗은 말씀을 외웠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의 영으로 되느니라’(스 4:6). 그의 힘과 능

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다. 

데이빗은 이 말씀을 되뇌이며 미소를 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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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상대 아이가 강타를 날릴 때에도 결

국 그 아이는 데이빗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

에 제 풀에 꺾여 도망가 버렸다. 그 싸움 이

후 온 동네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졌다. 새

로온 목사의 아들은 싸움을 무지 잘한다더

라. 건들면 죽음이라더라… 데이빗은 펀치 

한 번 날리지 않고 말씀으로 그 싸움을 이

긴 것이다.

II
결혼 후 데이빗 목사는 펜실베니아의 작

은 마을 필립스버그에서 목회하게 된다. 어

느 날 저녁, TV 앞에서 그에게 불현듯 생각

이 스쳤다. ‘TV 보는 시간을 기도시간으로 

대신한다면… 아니다, 목사가 세상 돌아가

는 일을 모르면 안되지, 피곤한 하루를 마치

고 기분전환 하기에는 TV가 제일이지…’ 그

러나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나

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싶다면 이 TV를 

신문광고에 내서 팔 것이고, 광고가 나가는 

그날 30분 안에 바이어가 나타나야 한다.’ 

기도를 마치고 신문이 배달된 그 순간부터 

데이빗은 시계을 보았다. 29분이 되었을 때 

아내에게 말했다. ‘그래, 난 처음부터 두 시

간씩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 잘됐지 뭐.’ 그

때 전화벨이 울리고 전화로 거래가 이루어

졌다. 물건을 보지도 않고 몇 가지 물어보더

니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III
이렇게 데이빗 목사의 자정에서 새벽 두 

시까지의 기도생활이 시작되었다. 이 기도

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사

역으로 인도하셨다. 바로 그 기도하는 시간 

어느 날, 데이빗 목사는 탁자에 놓여 있는 

‘Life’ 잡지에 계속 마음이 쓰였다. 그 잡지

를 열어보지 않고는 기도를 계속할 수 없었

다. 하나님이 뭔가 보여 주시리라는 기대로 

잡지를 열어 뒤적거렸다. 몇 장을 넘기지 않

았을 때 일곱 명의 청소년들의 사진이 눈에 

띄었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드레곤이라는 뉴욕갱에 속한 소

년들인데 15세의 한 소아마비 소년을 때리

고 칼로 찔러 살인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

고 있다고 했다. 바로 그때 ‘뉴욕으로 가 그 

아이들을 도와라’라는 분명한 음성이 마음

에 들렸다. 평생 뉴욕이라고는 한 번도 가 

본 일이 없는 이 시골 목사가 어떻게 300마

일 떨어진 험한 뉴욕의 갱 멤버를 도울 수 

있단 말인가.

멈추지 않는 그 마음의 소리 때문에 결국 

그의 뉴욕행이 시작되었다. 길도 모르고 내

용도 모르고 잡지의 사진을 찢어들고 나선 

길이었다. 그는 그 소년들의 재판이 열리는 

법원으로 먼저 찾아갔다. 무엇을 어떻게 도

울 수 있을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그 

아이들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재판장 

앞으로 다가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입니다. 저 아이

들을 돕고 싶습니다. 만나게 해 주세요.” 플

래쉬가 터지고 두 경찰에 이끌려 법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은 그의 사진을 헤드라

인 기사로 냈다. ‘눈물도 피도 없는 죽어야 

마땅한 범죄자를 만나겠다고 나선 한 시골

목사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었다. 갱과 연관

된 인물은 아닌가. 재판장을 협박하던 갱 멤

버 중 하나가 아닐까.’ 

결국 그 사건으로 그의 얼굴이 모든 사람

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데이빗은 드레곤 갱단의 ‘편’이 된 것이

다. 이렇게 그의 사역이 시작된다. 길거리

의 모든 갱 멤버들이 그의 얼굴을 알아보며 

그들의 아지트를 열어주고 그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성령의 세밀하고 실질적인 인도하심으로 

데이빗은 뉴욕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위한 

부흥회를 집회하게 된다. 3000명 이상이 들

어가는 장소를 빌릴 돈도 없었지만 그 큰 장

소를 채울 청소년들을 초대할 능력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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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부흥회는 개최되었다.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첫 모임 때부터 데이빗 목사

는 자신을 잃기 시작했다. 아무도 변화되지

도 않고 그 누구도 그의 설교를 귀담아 들으

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 집회 날, 그 어느 날보다 많은 수의 

청소년이 모이고 있었다. 집회 전날 데이빗 

목사는 한 소년으로부터 조언을 받게 된다. 

“목사님은 너무 열심히 일하십니다.” 

바로 그것이었다. 집회에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었다. 그들을 변화시

키기 위한 그의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이었다. 변화와 치유는 하나님 몫인 것이다.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를 갈랐을 때도 손을 

든 건 모세였지만 홍해를 가른 건 하나님이

셨다. 손을 들고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

리를 비켜 드려야 하는 것이다. 열심히 준비

하고 기도하지만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

시는 건 하나님이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집회에서 일하셨다. 

많은 청소년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였다. 마약과 섹스로 

중독되어 죽음만이 마지막 희망이던 그들의 

지옥 같은 삶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다. 

그 빛은 그들 자신을 보게 하고 회개하고 죄

에서 씻겨지게 하였다.  

IV
데이빗 목사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다시 돌아가 시골교회에 충실히 

임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 

부흥회 이후 변화된 청소년들 가운데 다시 

갱단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Follow up’이 필요했다. 옆에서 사

랑해 주고 용기를 주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기도 가

운데 그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 교회 근처의 밀밭을 바라보고 있는 그에

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새로운 그의 목회지 뉴욕에서 청소년 전

도사역이 시작되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고 

일할 작은 공간을 스테이튼 아이랜드에 얻

게 된다.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일을 시작했

다. 하나는 전단지를 돌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방송사역이었다. 모두 열심히 일했

지만 열매가 없었다. 개개인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것이 빠진 것이다. 데이빗 목사는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다

시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다. 구석진 곳, 어

둡고 냄새 나고 부모도 없는 텅 빈, 집 같지 

않은 집, 마약을 피우는 어두컴컴하고 연기 

가득한 굴 속에서 희망 잃은 아이들을 만나

기 시작했다. 그들을 불러내어 희망의 빛을 

보여 주기 시작했다. 이제 데이빗 목사에게

는 집이 필요했다. 함께 먹고 살며 예배하는 

집을 가질 것을 소망했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루하루 살아가

는 가난한 목사와 지금 막 시작한 청소년 사

역에게는 집이란 꿈에도 이루기 힘든 헛된 

비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빗은 함께 일하는 사

역자로부터 책망을 듣는다. 집을 구하기 원

한다며 왜 집을 보러 다니지 않느냐는 것이

다. 다시 한 번 데이빗 목사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았다. 비록 은행에는 백여 달러

밖에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청소년의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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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

력을 의지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17,000 정도의 집을 먼저 보았다. 그때는 

은행에 100불이 조금 넘게 있었다. 그 후로 

$34,000 상당의 집을 보았고 은행의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그들의 예산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은 건너편 큰 빈 

집을 그냥 한 번 보라고 했다. $65,000을 요

구하는 집이었다. 그 집은 쓰레기로 덮여 있

었지만 구조나 방이나 모든 것이 데이빗이 

찾고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함께 간 사

역자가 예언처럼 외쳤다. “바로 이 집이다”. 

$42,000에 계약이 체결되고 첫 번째 모게지

를 내야 했다.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데이빗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액수를 일전도 모자르

지도 남지도 않게 채워주셨고, 1960년 12월

에 416 Clinton Ave, Brooklyn에 있는 집

을 TCC-Teen Challenge Center로 구입

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하루로 이루어졌다. 하루하루의 양

식을 위하여 매일 기도해야 했지만 기도하

는 그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채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20여 명의 신학생들과 

함께 기도, 예배, 전도로 사역을 세워 나갔

다. 거리로 나가 증오에 가득 찬 아이들, 중

독된 아이들, 약을 사기 위해 강도나 도둑

질은 물론 살인까지도 서슴치 않는 아이들

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은 

데리고 와서 잠자리와 음식을 주었다. 칼이

나 총의 위협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갱들 멤버 중 목사가 되

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신학교를 졸

업하고 돌아와 사역을 돕는 학생들도 생기

기 시작했다. 

사역 중 가장 힘든 일이 약물 중독을 치유

하는 일이었다. 약물 중독은 몸과 마음을 모

두 얽어 매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약물중독

을 치료해 주는 병원이 몇 되지 않았고 그들

에게는 병원에서 치료를 도울 경제적인 능

력도 없었다. 성령을 의지하며 치유를 간구

할 수밖에 없었다. 치유가 된 듯하여 약을 중

단했던 아이들의 90% 이상이 다시 약을 시

작했다. 실패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있었다. 

성령세례를 받으면 절대 다시 옛 생활로 돌

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약을 중단했던 아

이들 중 성령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다시 약

을 써도 예전과 같은 환각을 느낄 수 없게 되

는 것이었다. 환각 대신 토하고 싶고 가슴 깊

은 곳에서부터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 일어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그들은 성령으로 얽어매어진 것이다. 

성령세례만이 인간 세포까지도 변화하는 능

력을 주시는 것이다. 

1986년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으로 데이

빗 목사는 Time Square Church를 시작하

고 많은 굶주리고 중독된 뉴욕의 걸인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데이빗 목사는 독자에

게 도전한다.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더 큰 길로 당신을 인도하셔서 사

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을 하시도록 더

욱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 <The Cross and the Switchblade>에서 발
췌 및 요약     번역 및 정리: 이혜경 집사

타임스퀘어 교회(Timesquare Church)는 뉴욕 관광
지의 중심이자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의 중심지인 타임
스퀘어 광장에 바로 위치한다. 그리고 교회 건물도 원
래는, 42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홈리스들 마약 중독자
들 등을 전도해서 뮤지컬 극장을 빌려 예배를 드리다
가, 교회가 성장하여, 결국 그 뮤지컬 극장을 인수해서 
교회 빌딩으로 개조했다. 매 주마다 예배 1시간 전부
터, 극장의 커튼 뒤인 무대에서 그리고 자리에서 중보
기도가 시작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 극장처럼 커튼이 
올려지면서 힘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한다. 어떤 관
광객들은 뮤지컬 극장인 줄 알고 교회로 들어 왔다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는 그 날 예수님을 영접한 자
매들도 있다. 특히 부목사님으로 계신 분들은, 예전에 
홈리스이셨던 분도 있고, 마약 중독이었던 분도 있다. 
원래 뮤지컬 극장이라 아주 휘황찬란한 장식의 아름다
운 교회 건물 때문에 관광객들이 자주 찾기도 하는데, 
그와 반면, 예배 때는 교회 앞자리에 홈리스들이나, 혹
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
한 사람들과 백만장자와 같은 맨하탄 부유층들이 자연
스럽게 어울려서 예배를 드린다. 아무리 냄새가 나는 
홈리스라 하더라도, 맨 앞자리나, 혹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서 중간 자리에 당당하게 앉는 것이 서로에게 
전혀 어색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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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교회가 배출한 최

고의 신학자이며, 철학자다. 17세기 청

교도 신학의 완성자이며, 18세기 부흥운동의 주

역으로 신앙감정론, 의지의 자유, 데이비드 브레

이너드의 생애 등을 저술하였다. 

에드워즈는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메사추

세스 주 노샘프턴에서 약 23년간의 목회기간 중

(1727-1759) 부흥을 두 번 경험했다. 첫 번째 부

흥은 1734-1735년에 있었던 코네티컷 골짜기 

부흥이었고, 두 번째 부흥은 1740-1742년에 있

었던 제 1차 대각성이라 불리는, 첫 번째보다 규

모가 훨씬 큰 부흥이었다. 지금 소개하는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는 34세 때인 1737년에 편

지형식으로 쓰여진 것을 책으로 완성한 것이다. 

이 책은 교회사 최초의 부흥에 대한 책이고, 18

세기 부흥의 불씨와 도화선이 되었다. 

여기에 정리, 소개하는 내용은 본문을 중심으

로 요약하였다. 오늘날 회개 없는 기독교, 회심 

없는 기독교가 만연되어 가고 있는 이때, 에드워

즈의 회심론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

온다. 또한 에드워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혀 회

심의 체험을 인정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지성주

의자의 위험과 또한 회심의 단 한 가지 특정 모

델만을 주장하는 치우친 회심 강조주의자의 양

극단을 피해 균형 잡힌 회심관을 가질 수 있도

록 도울 것이다.

1. 노샘프톤 부흥 개관 

1733년 12월, 젊은이들에게 부흥의 전조

가 나타난다. 젊은이들 사이에 평상시와는 

다른 아주 순종적이고 충고를 잘 받아들이

특집 - 부흥 III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는 현상이 생긴다. 그리고 두 젊은이의 갑

작스런 죽음으로 신앙적 관심이 증폭된다. 

그중 한 명인 아비가일이라는 젊은 기혼여

성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

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다

른 이들에게 열렬하고도 감동적으로 경고

와 충고를 하면서 죽는다. 그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더욱 진지해지고, 그 

후 저녁시간에 여러 지역에서 신앙적인 모

임이 생겨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

지기 위해 자신들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

지를 진지하게 추구하게 된다. 이때 이신칭

의, 즉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 함을 받음

에 대한 설교가 공적으로 강조되어 선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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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령의 비상한 역사가 시작되고 남녀노

소, 빈부귀천이 모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

게 되고, 구원 문제가 사람들의 가장 큰 관

심사가 되면서 여러 달 동안 계속해서 회심

자가 생기게 된다. 예배드릴 때 회중은 생기

가 넘쳤으며 슬픔과 고통으로, 기쁨과 사랑

으로, 그리고 이웃의 영혼에 대한 염려와 동

정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

고 이미 회심한 사람들도 성령의 영향으로 

크게 생기를 회복하면서 노샘프턴의 부흥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코네티컷 주 32개 마을

로 확산된다.

부흥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에 영향

을 미친다. 4살 된 어린아이도 구원의 확신

을 얻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가족 가

운데 한두 명 이상 구원 받지 않은 가정은 

거의 없었으며 구원 받은 흑인 노예도 상당

수 되었다. 

부흥은 갑자기 그리고 크게 사람들을 변

화시키고 죄와 은혜에 대한 체험의 강도를 

높인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영향력 정

도에 있어, 즉 각성과 죄에 대한 깨달음의 

정도와 많은 이들이 체험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빛과 사랑과 기쁨의 정도 면에서 모두 

아주 특별하였다. 그리고 부흥은 일 년 동

안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더 많이 이루기

도 하였다. 

2. 회심에 대한 신학적인 분석

1) 회개 체험의 통일성과 다양성 

죄와 심판에 대한 각성 방식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죄를 깨닫고, 어

떤 사람들은 더 천천히 각성된다.  죄와 심판

에 대한 각성이 생긴 사람에게 두 가지 변화

가 일어난다. 하나는 사람들이 즉시 이전의 

죄악 된 습관을 그만두게 되고, 또 다른 결

과는 사람들이 성경 읽기, 기도, 묵상, 교회

의 성례, 개인적인 상담 등 구원의 방편들을 

열심히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의 체험

의 종류와 정도가 다양하며, 자신들 상태의 

비참함에 대한 의식은 구원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지게 된다. 노샘프턴 부흥에서 사탄

의 활동은 크게 제약당하고, 죄에 대한 각성

으로 부패한 마음의 정체가 다양하게 드러

나며 죄에 대한 첫 각성 때 죄를 없애 보려

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죄에 대

한 각성으로 자신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본 

사람에게는 복음의 치료책이 제시되었으며,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해결

책을 보여 주셨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어떤 사람에

게도 자비를 베푸실 의무가 없으며, 또 사람

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참된 회개를 하

기 이전에 행한 어떤 일이나 절대적인 정의, 

혹은 값없는 약속 등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

께 따질 수 없음’을 설교하였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고통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정죄의 정당성을 깨닫게 되었으

며, 그 후 죄에 대한 각성과, 그 정도는 다양

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발

견한 후에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자

각은 율법적인 수준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공포와 죄에 대

한 자각으로 인해 억지로 일어나는 일이 아

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복음적인 겸손

에 포함된 고귀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로 보였다. 

   2) 믿음 체험의 통일성과 다양성 

은혜를 최초로 발견하는 방식은 다양하였

다. 하나님의 몇 가지 속성에 특별히 생각

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충

만함에,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에, 그분이 주

신 진리와 그분의 신실하심에, 또 어떤 이들

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랑에, 

죄를 대속하시는 그분의 보혈에, 그 분의 순

종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혹

은 그분의 구원의 방법과 그 탁월성에 매료

되어 그 은혜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다양한 은혜 체험을 성경구절을 통

해 맛보고 확인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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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갈망이 생성되고 증폭되었다.

 

   3) 회심 체험의 과정에 대한 견해의 
       다양성

회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회심에 대해 불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함박

웃음을 웃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기도, 간

간이 통곡을 하기도,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

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통일성을 보여 주신다. 또한 회심

에 대한 인간의 분별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

닫고, 자신의 회심시기를 아는 방식도 다양

하다. 그러나 결국 회심은 성경의 진리에 대

한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확신을 준다. 

이성적 추론을 통한 구원의 확신도 있지

만, 자신의 논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해서 논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

을 심어 줄 수는 없다. 또한 논증을 통해 구

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약

해지기도 한다. 

   4) 회심 후의 새로운 변화 

회심 후의 변화로는 성경과 설교가 새롭

게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빠지고 겸손해지며, 그리스도의 공

로에 의한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깨달음

이 생긴다. 

음식 맛도 잊어버릴 정도로 영적인 기쁨

으로 충만하게 되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

달으며 그리스도를 더욱 의존하게 되며, 성

경,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에 열심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

에 대한 의식을 가지며, 교리적 지식도 성

장하게 된다. 

회심한 사람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가지는 만족감의 정도는 다양하며,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는 데는 겸손함으로 아주 조

심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부패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해진다. 그러나 회심한 

후에도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3. 부흥의 종결과 결과

부흥이 약해지면서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이 생기고, 한 우울증 환자는 실제 자살로 생

을 마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상한 광신적 

망상에 빠진 이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부흥이 사라지면서 영적 문제에서 세상적

인 문제로 관심사가 이동된다. 부흥이 남긴 

좋은 영향력은 계속 남아 계속적으로 회심

과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부흥을 우

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와 편견을 

갖고 있는 이들도 많이 생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부흥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의 비

천함과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

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흥의 방

식을 주관하시어 부흥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직접적인 역사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 부흥

에 참여하게 된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이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부흥의 실제>

4세 꼬마 페베 바틀릿의
회심 이야기

페베는 1731년 3월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

사님이 목회하시던 메사추세스주의 노샘프

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만 4세가 조금 넘

었을 때 얼마 전에 회심한 오빠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 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어린아이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

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과 초월적인 역사하심을 증거하였다. 페베

는 하루에도 네다섯 번씩 자신의 방에 들어

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대화하였다. 회심

과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친구들과 자신의 

언니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전하며 

울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

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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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간절히 

기다렸으며 자신이 모르고 범한 작은 죄까

지도 너무도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며, 모든 

죄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었다. 

목사님과 신앙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

눌 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대답을 준비라도 한 듯 “알

아요”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조용히 혼자 있

으며 울먹일 때 엄마가 왜 우느냐고 물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를 너무도 사랑해 

주심을 느끼기에 울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

기도 하였다. 어느 날은 언니들과 같이 이웃

집 농장에 가서 자두를 따오고 난 후 그 집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따오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안 후 한 동안을 울었다. 그 

후 용서와 허락을 받고 난 후에 잠시 안정을 

찾는 듯하다가 다시 오랫동안 계속해서 울

어, 그 이유를 엄마가 묻자, 후에 용서를 받

았어도 죄를 진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운다

고도 하였다.

언니들에게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

기하였고,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밖에는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들

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언니들이 스스

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엄마에게 언

니들과 같이 기도하러 가라고 조르기도 하

였다.

동네의 가난한 사람에게 아주 큰 동정심

을 보이기도 하였다. 숲 속에 사는 한 가난

한 이웃이 그 가족의 전 재산인 암소를 잃어

버리자 아빠에게 졸라 그에게 소 한 마리를 

주자고 간청하기도 하였고 이런 비슷한 일

들을 많이 하였다.

교회의 목사님도 사랑하였다. 여행 후 돌

아오는 에드워즈 목사님을 흥분된 목소리로 

동네에 전하며 뛰어 다니기도 하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교리 문답 외우는 것도 절

대 빠뜨리지 않았다. 자신의 엄마 아빠보다

도, 동생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

을 사랑한다고 가식 없이 고백하였으며, 그

러나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을 위하여 누구

보다도 가슴 아프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

도하였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하시는 주님 말씀의 표본을 

4살 난 이 어린 아이 페베에게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원죄와 세상 죄의 씻음

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죄들

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이

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

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직 성숙되

지 않은 어린아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님을 통해, 그분의  초자연적인 사랑과 역

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알 수 있

을 것이다. 

-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
야기>에서 발췌 및 정리  By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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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과 성령 없는 교회만큼 두려운 것

은 ‘회개(conversion)없는 구원’입

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값싼 은혜, 싸구려 

복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

이 기계적 입술의 영접만으로 구원 받았다

고 하는 그릇된 믿음이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회개’로 ‘진짜 구원’

을 받았다면 당신은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

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행복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당신이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구원’을, 

17세기 유럽의 대각성 목회자였던 조셉 얼

라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눈물의 적

절한 호소와 천둥과 같은 회개의 촉구로 유

명한 고전 ‘돌이켜 회개하라(An Alarm to 

the Unconverted)’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살펴보고 스스로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회개한 자들의 특징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으로 향했던 

특집 - 부흥 IV

돌이켜 회개하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마음과 행동의 

철저한 변화를 일으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취하는 것이다. 회개는 세상적인 

관심사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더 비

중을 두게 한다. 회개는 사람을 어둠에서 빛

으로 돌아서게 만든다.

그리하여 전에는 죄를 짓고도 아무런 고

통도 느끼지 못했으나, 이제는 죄가 모든 악

의 주범임을 깨닫게 된다. 전에는 스스로 무

결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이

제는 자신의 본성이 심히 부패해 있고 전체

가 절망적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다. 전에는 자기의 처지에서 아무런 위험도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기가 상실된 

사람이며, 은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지 아

니하면 자신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

질 것임을 깨닫는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에게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

나,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가 찾는 진주, 감

춰진 보화로 여긴다.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

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기뻐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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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세상에 몰두하다가 시간이 남아야 자

기 영혼을 돌아보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이

제는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이 큰 관심사가 

된다. 전에는 재산이나 명성 같은 것을 잃

을까 두려워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

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전에는 육체

가 죄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거

하시는 성전이 된다. 전에는 사탄 마귀의 소

리에 열려 있었고 부도덕한 말로 시시덕거

리며 남을 즐겨 판단했지만, 이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한다. 전에는 세상적

인 계획으로 가득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전에

는 마음이 더러운 정욕의 소굴이었지만, 이

제는 향기로운 제단으로 바뀌었다. 전에는 

그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으나, 이제는 

거룩하고 순결한 숨결을 내뿜는다. 전에는 

세상에 끌려다니며 돈과 명예를 중요시했지

만, 이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좁은 문, 좁

은 길로 기꺼이 나아간다. 전에는 자기 멋대

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

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분

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뜻대로 행함을 실

천한다. 전에는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 의를 

세우고, 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에는 복

종치 아니했으나, 이제는 자기의 의를 냄새

나는 누더기로 여기고 오물통에 벗어 던져 

버린다. 그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철저

하게 변환된 하늘에 속한 자이다.

회개치 않은 자들의 열두 가지 죄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

간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

할 것이다. 회개는 높은 수준의 신앙에 오

른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겪어야 할 과정이

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더라도 발견되

지 않은 죄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된다. 다

음에 지적하는 열두 가지 죄가 당신에게 있

는지 깊이 살펴라.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간

에 이것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악한 상태를 

드러내는 불길한 표징이다.

1. 고집스러운 무지의 죄: 무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한 명씩 단두대로 끌

고 가 처참하게 목을 자르는 것을 본다면 어

떻게 할 것인가? 당신의 무지에게 죽임을 당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지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 이 죄가 당신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2.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은밀한 
죄: 자기만 아는, 몰래 즐기는 죄를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이끈

다. 

3. 형식적으로 신앙 생활하는 죄: 종교적 

의무(기도, 금식, 봉사 등)를 다하는 것으

로 만족하려는 죄로 신앙생활이 오히려 마

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자신을 속이는 무서

운 죄이다. 

4. 잘못된 동기에 이끌려 신앙 생활하는 죄: 
육신적인 동기, 곧 자기의 양심을 달래기 위

해, 경건하다는 평판을 듣기 위해, 사람들에

게 보이기 위해, 자기의 재능을 과시하기 위

해,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비난

을 피하기 위해 등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 

생활하는 죄. 이러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

으려면 당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당신의 동

기까지도 깊이 살펴야 한다.

5. 자기의 의를 믿는 죄: 이것은 그리스도

의 의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것이야말로 

자기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이다. 악한 

죄로 멸망할 수 있듯이 겉으로 드러난 의와 

선행 때문에 멸망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한 후

에 당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나의 의를 더러운 옷처럼 여겨라. 

6. 철저한 신앙 생활에 대한 은밀한 증오: 
제대로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

해 은근히 미워하는 죄. 이들은 철저한 신앙

생활을 기묘한 것, 경솔한 것, 무절제한 열정

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함을 

사랑하지도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는

다. 이들은 결국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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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정 수준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죄:  
자기가 정한 어떤 범주의 테두리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려는 죄. 곧 자기들의 신앙생활

이 구원받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진전하려고 하지 않는 죄

로 이것은 오히려 그들이 진정한 은혜를 받

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진정한 은

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완전함을 열

망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8.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 이
것이야말로 거룩하게 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

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요일 

2:15). 이것은 또한 회개하지 않았다는 뚜렷

한 특징 중 하나이다. 

9.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악의와 시기심을 품는 죄: 겉보기에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모욕을 기억하

고 원한을 품고 악을 악으로 갚고 보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악이 마음속에서 부글부

글 끓는데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오히려 습관적으로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악독이 가득하며 죽음

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10. 억제되지 않은 교만의 죄: 하나님의 칭

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고 사람

의 존경과 갈채와 인정에 마음을 두는 사람

들은 아직도 진정한 회개를 모르고 죄 가운

데 있는 것이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보지도 못하고 문제 삼지도 않고 그것 때문

에 고민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완

전히 죽어 있는 것이다. 

11. 쾌락을 사랑하는 죄: 육신에게 자유를 

주고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육신을 기

쁘게 해주는 사람, 배와 감각을 만족시키면

서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리 경건해 보여도 다 가짜이다. 육신을 기쁘

게 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

릴 수 없다. 

12. 육신의 안전을 의지하는 죄: 돈, 명예 

등 자신을 안전(secure)하게 지켜줄 수 있

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붙들고 그것을 의

지하여 거기에 안주하려는 죄. 육신적 평안

이 영혼에는 치명적인 원수라는 것을 알라. 

회개하지 않은 자를 위한

생명의 지침

당신이 회복될 수 있는 수단을 완고하게 

거절하지 않는 한 아직도 당신에게는 희망

이 있다. 당신의 얼굴에 사망의 징후들이 나

타난다 해도 당신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치

료제가 있다.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다음 지

침을 따르고 주님의 긍휼의 품에 안겨 그분

의 홀(笏)을 붙들어 생명을 얻어라.

1.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는 천국에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하라.

2. 당신의 죄를 살피고 뼛속 깊이 느끼도
록 노력하라.

3. 당신의 비참한 상태를 가슴 깊이 절감
하라.

4. 행위의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잘 살펴라.

5. 당신의 모든 죄들을 남김없이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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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나님을 당신의 기업과 복으로 엄숙히 
선택하라.

7. 주 예수님의 모든 직무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8. 당신의 모든 능력과 관심을 주께 바쳐라.
9.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당신의 말과 생각

과 행동을 다스려라.
10.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엄숙한 언약 안

에서 온전해지게 하라.
11. 회개를 미루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 마

음을 바쳐라.
12. 하나님께서 회개의 방편으로 세우신 말

씀을 성실하게 경청하라.
13.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

실 때 순종하라.
14. 진지하고 뜨거운 기도를 쉬지 말고 열

심히 드려라.
15. 악한 친구들과 작별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라.
16. 하루 동안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당신

의 영혼을 겸손히 낮추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지금 내리는 결정이 당신의 영원한 

상태가 될 것이다. 바로 지금 돌이켜 회개

하라.

- <돌이켜 회개하라>에서 발췌 및 정리

   By 금동욱 기자

Joseph Alleine
조셉 얼라인(Joseph Alleine, 청교도 설교자, 

1634-1668)은 16세에 옥스포드에서 교육받기 

시작했고 졸업 후 약관 2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는 목회 초년병 시절

부터 불신자 심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영혼 구

원에 힘썼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불이 젊은 조

셉 얼라인의 뼛속에 있었다. 그의 구령(救靈)의 

설교와 기도에는 기름부음이 넘쳤다.

회개는 아무나 촉구할 수 없다. 자신이 먼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경건한 삶에 힘쓰

는 가운데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에 대한 눈물, 

곧 거룩한 습기를 심장에 품은 자만이 담대히 회

개를 외칠 수 있다. 조셉 얼라인이 바로 그런 사

람이었다.

‘돌이켜 회개하라’규장역간에 실린 그의 불 같은 

회개의 촉구는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의 마음 모두

에 불을 질렀다. 조지 휫필드는 이 책에 많은 영

향을 받았다고 고백했고 찰스 스펄전도 그의 죄

를 깨달을 때 이 책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했

다. 이 책이 300여 년을 관통하면서 사랑받은 이

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영국국교회와의 타협을 거부하며 잦은 투옥

으로 몸이 쇠약해진 얼라인은 34세의 젊은 나이

에 소천(召天)하였다. 죄인에게는 불 같은 회개

를 촉구하고, 박해자에 대해서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그가 간절히 사모하던 영원하고도 찬

란한 하늘나라에 개선(凱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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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마포의 탄식 (요한복음 20:40)

그의 몸과 함께 영원히 썩으려 했건만 
그는 사라지고 나 홀로 썩게 되었도다. 
나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덮기 위해 지음을 입었으나  
그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한 이였으니 
아, 이제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있다면 나의 존재가 아닌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의 탄식 (마태복음 27:57-60)

그의 육신의 썩는 악취, 
나의 후각을 즐겁게 하기도 전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났으니 
나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도다.  
나는 영원한 죽음에 인간을 가두기 위해 지음을 입었으나  
그는 죽음의 굴레에 갇힐 수 없는 이였으니 
아, 이제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있다면 나의 존재가 아닌가!

향품의 탄식 (누가복음 23:56)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 동네 청년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로 
나를 그의 몸에 발라주고자 한다기에 
썩는 육신의 악취보다 강한 나의 향내 뽐내고자 우쭐하였건만 
이건 무슨 말인가?  
그가 무덤에서 사라졌다 하네.
나는 앞으로 누군가에게 발리워도 
영원히 발리울 수는 없는 거라 하니
아, 이제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있다면 나의 존재가 아닌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다리며 김성환 목사

탄식 소리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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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수꾼의 탄식 (마태복음 27:63-66)

그의 십자가형이 집행되던 날, 
혹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까 하여 
‘그의 무덤을 지키라,’ 대제사장 명하므로 
무거운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닫았더니  
금요일 밤이 지나고 
한산한 안식일도 지나 
새 주의 첫날 아침이 되니 
그와 가까이 지내던 여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와서 보고는 
돌이 굴려져 있고 그의 시신이 없다 하네. 
어찌된 일인가? 
무덤 곁에 아무도 얼씬하지 않은 것은 내가 목격한 바라. 
대제사장은 돈을 주며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 갔다’고 거짓말을 하라 하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빈 무덤을 지키기 위해 지음 받은 몸, 
아, 이제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있다면 나의 존재가 아닌가!

십자가의 탄식 (요한복음 19:41-42, 마태복음 28:2)

죄인들을 못박기 위해 지음 받은 나, 
내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을 자 누구냐? 
나에게 달려 살아난 자 누구냐?
골고다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서서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에 고개 숙인 인간들 
승전깃발인 양 높이 치켜올리며 우쭐하던 나,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며칠 전 나에게 달려 죽은 그가 
멀지 않은 무덤에 놓여 있다기로 
기세 등등하여 그의 무덤을 내려보고 있었더니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그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는도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뒤 무덤 문 밖으로 성큼 걸어나오는 그를 보는도다.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차갑게 썩어 가는 건 단단했던 나의 몸, 
아, 이제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있다면 나의 존재가 아닌가!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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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 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김세라 집사

한국 연속극은 처음 시작할 때에 10분

과 끝나는 날 마지막회 10분을 보면 

대략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

지 우연에서 시작해서 우연의 연속을 거쳐

서 끝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사가 전부 우연

의 연속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결코 나의 의지

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기 미국에 와서 사는 것도, 어쩌다 

교회에 가기 시작하고, 그 넓은 미국에서 또 

이곳 롱아일랜드에 정착한 것과 굳이 

아름다운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

도 어떻게 보면 우연이다. 

자, 여기까지는 내가 느

끼는 우연이라는 연속성

의 정의였다. 하지만 우

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때에 느끼는 세

상사는 정말 다르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

이 아니야’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들은 

태초부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

서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이 세상 몇 십억 인구 중에서 우리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두 아들을 키

우고 아름다운교회 안에서 한 교인으로, 찬

양대원으로, 같은 선교회와 목장으로 만나

는 이 모든 만남이 모두가 크신 하나님의 섭

리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고, ‘내

가 너를 지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존재

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요사이 남편이 집을 떠나 있을 때가 많아

져서, 나는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누

리지 못하던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훈련에 참석하게 되었다.

또한 QT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이 변화되

는 과정 중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뜻

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

한 시간이 되었다. 이

것도 다 나를 그렇

게 인도하시는 하

나님의 섭리가 아

닐까 생각해 본

다. 남편이 집에 

자주 없음으로 나

의 관심을 가정에

서 교회로, 이웃으로 

돌리게 하였고, 나 자신

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

가 되었다. 내가 만일 이

런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면, 아무리 교회를 20년 넘

게 다녀도 나의 신앙생활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참 시간 문제다. 나에

게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원하던 기도제목



29Arumdaun Presbyterian Church

들이 있었다. 요즈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

나하나가 원하는 대로 되어도, 아니면 생각

지도 않은 결과일지라도, 이것도 모두가 기

도의 응답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 모든 것

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의 섭리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심을 다시

금 느끼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린다.

 

기도의 응답이란 자칫하면 기복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들 나름대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믿고 있

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우

리네 조상들이 그 옛날 새벽에 장독대에 정

한수 올려 놓고, 두 손 합장하면서 주문 외

우듯이 자신의 소원을 빌던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돌이켜보면 나 자신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끌려서 또한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

려고 애쓰며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음을 고

백한다. 그러나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을 묵상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

며, 진심으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

고 한다. 나 자신의 유익이나 의를 구하기 보

다는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이나 나의 직장

과 교회를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

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 사

람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목적으로 합심

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

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신

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전혀 느

끼지도 못하고, 예상도 할 수 없는 곳으로부

터 찾아오기도 한다.

 

나의 가족이 아름다운교회에 출석한 지 7

년이 되어간다. 그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

록 들은 소리가 교육관 건립이다. 우리 교인 

모두가 ‘비전센터’ 교육관 건립을 위해 날마

다 기도하며, 목적을 위하여 정성을 모아서 

헌금하고 있다.

그 후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두가 

다 알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수고하다가 지치고 낙담할 

때에 홀연히 구름 사이로 빛을 발하듯이 바

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자리를 마련해 주

시지 않았던가? ‘전광석화’라는 표현은 이런 

때에 하는 것 같다. 순식간에 우리에게 보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도

의 힘이라고 믿는다.

이제가 시작인 것 같다.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남은 21세기의 책

임을 질 우리의 2세들이 배우고 자랄 요람이 

될 교육관 건립의 틀은 이제 맞춰졌다. 이제

는 우리가 그 틀을 제대로 갖추고 완성시켜

야 할 책임이 있다.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모두가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

다. 우리는 비록 약하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몸 되신 우리 아름

다운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힘을 합하여서, 새로

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데 동참하여 온전

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

원하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속적

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롭고 놀라운 역

사를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

며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님의 영광을 위하여.

김세라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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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숲을 이루죠. 숲 속에는 여러 나무가 있으며 그 나무는 숲 속
의 다른 나무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존재합니다. 나무만 보아서는 숲을 볼 수 없으며 더

더구나 나무의 잎만 보아서는 나무의 군락이 이루는 웅장한 숲의 파노라마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내의 일반적인 성경공부는 성경 66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하여 성경말씀 한 절 한 절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형식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유익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
공부는 개별적인 성경구절이 다른 구절과, 또는 다른 성경과 갖는 연관성을 간과하게 하는 취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의 숲 보기>를 통해 저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경 66권
의 한 권 한 권이 갖는 특별한 문학적 구조와 신학적인 메시지에 집중하며 그 한 권의 책이 전체 하나
님의 말씀에 어떻게 조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살아가는 흐름에 편
승하기만 하면 되지요. 그 길은 넓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주변에서 아름다운 장관을 
기대하기 어렵듯이 장엄한 풍경을 기대한다면 큰 길을 떠나 배낭을 메고 숲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
에 없습니다. 인적이 드문 그 숲길에서 우리는 종종 숨막히도록 장엄한 경치와 맞닥뜨리곤 합니다. 
‘아, 이런 세상이 있었나!’ 남들이 보지 못한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보물은 그런 곳에 
있는 법이지요. 숲 속에는 피상적인 삶이 접할 수 없는 차원의 현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겉모습만 읽어서는 절대로 접할 수 없는 현실을 보기 위해서 이런 성경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때로 숲을 거닐다보면 동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동굴 속으로 흙을 헤치고 들어가보면 지면의 
세상과는 또다른 놀라운 현실이 존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아, 지금
까지 살면서 내 눈에 비친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조금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처럼 전혀 다
른 차원의 현실이 존재하는 것을...!’ 그래서 저에게 성경공부 준비는 막장의 광부가 금맥을 캐는 과
정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귀보다 눈이 더 민감하지요. 그래서 백 번 듣
는 것보다 한 번 본 것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숲 보기>를 통해 저는 성도들의 마음속
에 성경을 그림 그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가 아닌 눈에 호소할까? 어떻게 하면 들려 주는 말
씀이 아니라 보여 주는 말씀이 되게 할까?’ 한 주 내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며 이것을 고민합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시작한 성경의 숲보기는 2009년 11월까지 구약성경을 살펴보았고, 이제 
2010년 1월부터 신약성경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산(Backpacking)이 취미인 저
는 이곳 롱아일랜드의 납작한 지형에 아쉬워하는 중, 한 주 한 주 주일 아침 <성경의 숲 보기> 반에 
몰려든 등산객들을 이끌고 성경이라는 숲의 66그루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
습니다. <성경의 숲>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이 숲을 향한 작은 오솔길을 따라 함
께 깊숙이 들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공부 개관 김성환 목사

<성경의 숲 보기>성경공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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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교회에 다니고 믿음생활을 해 오

면서 성경구절은 읽어 보았지만 완독

이나 성경공부를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한번

도 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기독교 신앙인으

로서 매우 부끄럽게 고백한다.

이번에는 성경공부를 (일독) 꼭 해야지 하

면서 결심을 해 보았지만 언제든지 창세기

를 넘지 못하고 작심삼일 또는 스스로 포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기억하기도 힘

들고 반복되는 족보부터 시작해서 지형, 사

회적인 문화, 이해하기 힘든 문장 때문에 쉽

게 지치고 포기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던 중 김성환 목사님의 ‘성경의 숲 보

기’ 공부를 한다는 목사님의 광고를 듣고 나 

자신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겠다는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유 없이 시작

성경의 숲 소감문 1 도한주 집사

영적 성장과 큰 은혜를 입은 구약 공부

하게 되었다. 첫 시간부터 예상한 대로 힘들

었지만 김성환 목사님의 체계적이고 논리정

연하며 알기 쉽게 가르치시는 방법과 성의

에 대해서 나 스스로 심취하게 되었고 열심

히 하게 되었다.

그 결과 1 년 동안 구약성경 공부를 마치

면서 느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 스스로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발

견하게 되었으며 많은 변화와 깨달음이 이

어졌다. 신앙의 부족함과 의문점들이 채워

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갖게 되었으며, 나를 위하고 나만을 위

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생활로 방향이 잡히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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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체적인 구약성경의 시대적인 흐

름,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그 속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가 열리면서 주일 목사님의 설교가 

더욱 쉽게 이해가 되었다. 또한 부정적이고 

의심적인(신앙적으로) 눈이 긍정적으로 보

이게 되면서 회개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입이 열리게 되었다.

셋째,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사명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

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

을 택하시고 이끌었지만 실망과 타락, 그리

고 불신과 불복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

성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는 과정을 보고 배

우면서 세상 속에서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

로 살아온 나 자신을 돌이켜 보고 과연 나의 

믿음 생활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인지를 깊이 생

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스스

로 후회와 회개도 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다

시 한 번 정리해볼 수 있는 큰 교훈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리고 구약 속에서 수 천년 동안 성장해 

온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에서 맺은 열매를 

따서 땅 끝까지 씨를 뿌리는 것이 오늘날 우

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장 큰 깊은 뜻도 알게 되었다.

넷째, 성경은 자신의 독학으로 읽고 공부

하는 것도 좋지만 꼭 목사님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의 인도받기를 권한다. 성

경을 읽으려고 해도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 

그리고 뜻을 스스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

기 때문이다. 구약성경 공부를 마치고 현재

는 이전보다 이해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

으며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성과를 얻은 것을 자신 있게 자랑스

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수동적이거

나 형식적인 믿음 생활보다는 오직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개인적이고 이성적

인 마음의 판단보다는 믿음 안에서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

께 의지하면서, 거듭난 자는 ‘외형의 변화

가 아니라 속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말씀대

로 거듭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깊이 들어

가기를 원한다.

‘성경의 숲 보기’를 인도해 주신 김성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

이 성경을 배우고 익히면서 영적인 성장과 

큰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시작되는 

신약공부에서도 변함없이 완주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한 군인이 되기 위해 내 

스스로를 채찍질 해 본다.

도한주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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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만 보다가 숲을 못 본다’는 격언을 

계속 상기시키는 공부시간, 숙제는 가

끔 있어도 시험을 안 치러도 되는 클라스, 토

요일 밤에 잠을 잘못 잤어도 조는 사람이 없는 

공부반, 처음엔 열 명 정도로 시작했으나 1 년 

만에 학생 수가 급증해 이제는 교실이 너무 비

좁아서 더 큰 강의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

는, 그런 공부 반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바로 김성환 목사님이 강사이신 ‘성경의 숲 보

기: 성인 성경공부 반’입니다. 매 주일 아침 10

시와 11시 반에, 동일한 강의 내용으로 한 시간

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김 목사님이 ‘아름

다운나눔지’ 2009년 1,2 월호에서 말씀하신 바

와 같이, 성경이 66권의 독립된 책들로 묶여 있

지만 동시에 각 권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

다는 것을 깨달아, 성경 전체를 좀 더 깊이 이

해하고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시기 위해 우리에

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확신을 얻는 데에 

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구약성경을 마치 숲처럼 보

며 때로는 숲 속의 어떤 나무들과 잎사귀 같은 

장과 절들을 정밀 조명, 검사, 연구하기도 하였

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신약공부가 시

작되었습니다. 신약 27권 중에서 최초로 씌어 

졌다고 하는 마가복음에 대한 강의를 초두로 

해서 신약에 대한 숲 보기 공부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시되고 

예언되었던 메시야, 인자(人子) (단 7:13-14; 

막 9:1-9), 곧 예수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재

조명하여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방인들, 예수님

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

자들마저도 몰랐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십자

가 밑에 서 있던 로마군 백부장의 신앙고백(

막 15:39)을 통해서 천명하는 마가복음의 후반

성경의 숲 소감문 2 이한수 집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공부 반

부를, 숲 속의 한 나무를 자세히 보듯 집중해

서 공부하였습니다. 물론 그 공부 과정의 일체

는 김 목사님의 치밀한 강해와 학습지도에 힘

입은 것입니다. 

역사학 전공 배경에 연유한 성경의 역사적 

해설, 독창적 시청각 입체 교수방법, 이중문화 

이해와 이중 언어 구사를 아울러서 때로는 마

치 탐정소설 줄거리를 풀어가듯, 숨긴 보물을 

찾듯, 믿음에 근거한 해박한 성경지식을 정성

껏, 정열적으로 강론, 강해하시는 김성환 목사

님의 성인 성경 공부시간은 참으로 흥미롭고, 

참석자들 모두의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김 

목사님의 성경에 대한 사랑과 감동이, 공부시

간 동안 강의 듣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

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흥미롭고 쉽게 강의하시지

만,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과제

가 아니며 또 그 끝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만큼 감동하

며, 감동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

다고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 반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역량이나 분량대로 꾸

준히 정진할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

고 깨달아 행하는(약 1:22-25) 경지에 이르기

를 힘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공부의 결실

로 인해, 일상생활을 통해, 반원들 각 사람에게

서 그리스도의 빛이 발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공부시간, 김성환 목사님

의 ‘성경의 숲 보기: 성인 성경공부’에 그동안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한수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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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
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행전 19:1-2)

While Apollos was at Corinth, Paul took the road through the interior and arrived at 
Ephesus. There he found some disciples and ask them,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They answered, “No, we have not even heard that there is a Holy 
Spirit.” (ACTS 19:1-2, NIV)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은 다 좋은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너희들이 성령을 체험했느냐?” 하고 묻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왜 그리도 중요할까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능력을 얻지 못하면, 기독교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도 부활 신앙도 다 믿을 것이고, 재림도 믿
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성령으로 옷 입었느냐’ 하는 것이 문
제입니다. 나의 이성과 지성과 노력과 의지로 교회에 나오고 선을 행
하고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은혜를 옷 입고 
그분을 힘입어서,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내 마음의 묵상 금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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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교회 최고!

저희 선교회는 67년, 68년생 회원
들로 이루어진 밀알 선교회입니다. 삼
십대 중 후반부터 선교회로 만나기 시
작한 회원들이 이제 불혹을 넘어선 40
대로서의 세월과 삶의 무게를 함께 지
고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선교회의 자랑이
라면 재주가 많은 한 명 한 명의 선교
회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 년간
의 바자회를 통해 보셨겠지만, 특히 
남자 회원들의 뛰어난 요리 솜씨는 정
평이 나 있습니다. 칼을 잡은 주방장부
터 보조까지, 모든 음식의 준비와 조리 일체의 과정이 남자 회원들의 기가 막힌 팀웍으로 이루
어져, 바자회마다 히트 메뉴로 조기 매진의 행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맥가이버를 
능가하는 손재주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어서 Home Improvement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고, 탁월한 낚시 솜씨를 가진 분 하며, 뛰어난 노래솜씨를 가지신 분, 또 남들을 즐겁게 해 주
고 분위기를 띄워 주는 유머 감각이 남다른 분 등등 일꾼이 많은 선교회입니다. 이렇게 재주 많
은 일꾼들이 모여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우며 격려하고,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면서 믿음 안에
서 돈독한 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선교회는 새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잘 적
응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신자 분들도 저희 선교회에 오시면 따
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통해 쉽게 마음을 여시고 잘 적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밀알 선교회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온 지도 벌써 7년이 넘어갑니다. 삼십대의 패기
에 넘쳤던 젊은이들로 모이기 시작해 함께 40대의 초입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회원들 서로의 
모습 속에 깃드는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성장해
가는 서로의 모습들을 통해 밀알 선교회를 통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2010년 새로운 회장단의 출범으로 저희 선교회도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첫 모임
을 가졌습니다. 김성환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과 말씀을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하
나님께서 밀알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꿈들을 나누었
습니다.

한 알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10배·20배·100배의 열매를 맺을 저희 밀알 선
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재주꾼 많고 화기애애한 ‘밀알 선교회’를 소개합니다

박준식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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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창

내 자신을 주겠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라.

나는 너의 시간의 상당량과

너의 재물의 상당량과 

너의 일의 상당량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옛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이기 위해 왔다. 

완벽하지 않은 조치는 효과가 없다. 

이곳 저곳 가지치기를 원치 않는다. 

나무 전체를 자르길 원한다. 

모든 옛사람과 함께, 모든 욕망을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하다고 여기기 원하는 욕망까지를  

나에게 넘기라. 

내가 새로운 자아를 주겠다. 

바로 내 자신을 주겠다. 

나의 의지가 곧 너의 의지가 될 것이다." 

 

- C.S.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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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만평 김재현 선교사(www.ukraine.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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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여행기 최지석 기자

2009년 가을, 센트럴 파크에서 뉴욕 필 하
모닉 연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몇몇 친구

들과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다. 센트럴 파크
에서 가끔 연주회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뉴욕인들의 휴식처인 센트럴 
파크에서 열리는 공연에 살짝 기대하는 마
음으로 그곳 가운데 갔다. 일찍 간 친구들이 
자리를 맡아 둔 덕분에 너무 멀지 않은 곳
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스넥을 먹으며 공연
이 시작하기만을 기다렸다. 공연 시작을 기
다리며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각
양각색으로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돗자
리에 누워 책을 보는 이들,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이들, 거실을 잠시 이곳으로 옮겨 놓
은 듯 만반의 준비를 해온 이들까지 여러 모
습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어느덧 뉴욕 필 하모닉의 연주가 시작되
었다. 그 순간 소란했던 분위기는 언제 그랬
냐는 듯 고요함 가운데 음악 소리만이 울려 
퍼졌으며 모두들 자연 속에서 조용히 울리
는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다. 뉴욕인의 자랑이자 휴식처인 이
곳, 센트럴 파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매
력이었다. 도시 한 가운데 자리잡은 거대한 
녹색공간,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숲과 바
위산, 아름다운 호수와 잔디, 야외음악당과 

도심 속의 휴식처 센트럴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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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마당, 노인들의 체스상, 놀이동산, 동물
원,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조깅, 산책, 승마, 
자전거를 위한 아름다운 길, 낭만적인 마차, 
이 모든 것이 센트럴 파크에서 만나고 경험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센트럴 파크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지만 예전에는 돼지농장과 무
단 입주자의 판자촌이 널려 있었으며 모기
가 끓는 습지였고, 쓰레기 하치장이었다 한
다. 1850년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브라이언
트가 ‘뉴욕포스트’지에 공원건설의 캠페인
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1856년 조경건축가 
페드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
sted)와 칼버트 복스(Calvert Vaux)가 뉴
욕시 소유의 843 에이커의 땅을 공원으로 조

성했다. 이곳에 10만 번이 넘는 수레의 돌과 
흙을 퍼부었으며, 50만 그루가 넘는 나무와 
관목을 심고 언덕과 풀밭, 호수까지 모두 만
들어져 1960년대에 드디어 완공되었다. 이 
아름다운 공간인 센트럴 파크는 이렇게 탄
생하게 된 것이다. 

센트럴 파크는 공원 그 
자체만으로도 명소이다. 
그 명소 안에 숨겨진 보
물들을 발견해가며 천천
히 그곳을 구경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나무
를 벗 삼아 잘 정돈된 산
책길을 걷고, 넓은 잔디
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
며 잠시 휴식을 취하며, 
센트럴 파크의 심장부라
고 하는 베데스다 테라스
(Bethesda Terrace)에서 
호수와 잘 어울어진 조
각품, Angel of Waters
를 감상해 보고, 동물원
도 구경하고, 호수 위에 
떠 있는 보트하우스 레

스토랑(Boathouse restaurant)에서 식사
를 하고, 고딕과 로만스 스타일의 Belve-
dere Castle를 구경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이 843에이커 속에 숨겨진 보물들일 것이다. 

춥고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조금씩 따뜻함
을 머금은 봄바람으로 바뀌고 있다. 이 봄,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자연을 벗 삼은 여유
로운 여행으로 활력을 주는 것은 어떨까. 뉴
욕의 심장에 존재하는 푸른 공간 센트럴 파
크처럼 우리의 마음도 여유와 열정이 넘쳐
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주소 및 위치: 50th St..110th St. 5th Ave. 8th 
Ave. Between Fifth Avenue and Central Park 
West 59th Street to 110th Street
전 화: 212/360-8111
홈페이지: http://www.centralpark.org



40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페루 선교 김병균, 김복향 선교사

단기선교팀이 도착하는 날, 아레끼빠 
공항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른색이

다. 단기팀을 맞이하기 위해 일찍부터 공항
에 도착한 우리 선교사의 마음에도 푸른 신
호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니 반갑게 기다려
지는 팀인 것이 분명하다.

도대체 푸르름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삭
막하고 척박한 고산지대에서 선교사의 마음
속의 푸른 신호등에 불을 밝히며 부푼 심정
으로 기다리게 하는 선교팀이 있기에 선교 
현지에 살고 있는 자부심이 오늘
따라 더해진다. 그 팀이 바로 
뉴욕 아름다운교회 단기의
료선교팀이다.

이곳은 선교지 환경
과 산세가 워낙 악조건
으로 소문난 곳이기에 
웬만한 각오가 아니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선교지가 아니다. 그래
서 가끔 이곳을 방문하는 
선교팀에게 선교지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때, 그것이 이
미  준비해 온 선교 틀에 맞지 않게 되면 
마음이 상하시는 팀도 있었다.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게 하니 마음이 
상해서 결국에는 돌아가면서도 인사도 제대
로 주고 받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단기선교 
오신 분들을 바라보며 구멍 난 가슴에 아픈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러기에 오늘 아레기빠공항에서 기분 좋
게 기다리고 있는 팀은 화끈하게 선교 마음
이 통했던 아름다운교회 단기선교팀이다. 
이번에 3년차로 개근을 하시며 팀장님이 되

선교지를 밝히는
푸른 신호등

신 한인호 집사님을 비롯, 8분의 의료사역
팀들이 AMPEKO 선교관에 도착해 여정
을 풀고 감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1주일 동안
의 페루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먼 여행길
에 밤을 새운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도 전에 
고산지대에서 쇼크 증상을 억제하기 위한 
mate de coca를 한 잔 마시고는 각 분야별
로 사역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단기팀들을 
바라보면서 의료선교단을 통해 페루 현지
에서 펼쳐질 주님의 계획하심과 팀들의 손

길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
랑을 피부로 느끼며 페루 땅

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
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이 벌써부터 눈에 아른
거린다.

선교에 동참하려고 
단기팀으로 떠나는 교

회나 개인들에게 한 가
지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이미 짜놓은 선

교 틀을 버리고 폭넓게 오픈하고 
마음을 비우고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의 역사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늘 새롭게 전개된다. 오늘도 주님께
서는 선교현장에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어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어떤 사건을 통해
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 모르는 일
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이것을 계획하
시고 어떤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그분 뜻에 그때 그
때 순종하여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지, 나의 
계획을 내 고집대로, 적어도 선교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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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은 관철해서는 안될 줄 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

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
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
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
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요 6:38-39).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수 십여 년이 넘
도록 선교지 한 곳에서만 머물며 살아가면
서 혹시 선교사들의 작은 실수로 인해 한 영
혼이라도 실족시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세월이었기에 어떤 길
이 그 사람의 신앙관이나 한 사람을 그리스
도의 자녀답게 키워가는 데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가는 그들과 함께 살아온 선교사가 
더 잘 알 것이다.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의 말을 인정해주
고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선교팀들
에 의해 망가진, 병들어진 현지인들의 양심
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1년 내지 3년이란 
세월이 지나야 원 위치로 회복되는 것을 많
이 보게 된다. 하나님의 심정을 배려하고 선
교지를 배려하고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
고 있는 선교사의 심정을 배려하는 그런 사
람이 정말 멋있는 단기선교사일 것이다.

아름다운교회 단기의료선교팀들은 아레
기빠 AMPEKO 선교부에서 하루 사역을 
했고 빠짜꾸땍 교회에서 하루 사역, 또 안데
스 고원지대 선교센터에서 Viraca 교회 하
루 사역, Tipan 교회와 시청에서 주민들 진
료사역, 하루길을 멀게 여행길에 돌아와서
도 아레끼빠 주정부, 부녀회와 함께 cono 

norte 지역 주민을 위한 대민봉사를 포함, 6
박 7일의 단기의료선교사역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었다.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한시
라도 선교지에서 편히 쉬면은 큰 죄나 짓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물질과 기도로 단기선
교팀을 보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나 성
도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도착하는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동분서주 바쁘게 움
직이며 단기선교사역의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8분들의 헌신된 선교의 마음을 존
경하고 또 존경한다. 

특히 단기선교팀과 선교사 사이에서 선교 
현지의 사역의 조화를 위해 세심한 배려와 
아량과 섬김의 미를 앞장서서 실천해 주신 
한인호 단기선교팀장님의 멋진 겸손을 어디
에서나 자랑하고 싶다.

뉴욕 아름다운교회 당회장 목사님과 교회
와 세계선교회 앞에 감사를 드리며, 다음해
에도 아름다운교회의 아름다운 선교팀을 기
다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페루 선교의 동역
자가 되어 주신 교회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빌면서 아레끼빠 선교현장
에서 김병균, 김복향 선교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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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11일, 워싱턴 내셔널 커씨드럴 성당에서는 도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조문객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조
지 부시 대통령이 조문사를 읽는 도중,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부시 대통령은 물론이고 고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 여사와 아
들, 딸 등 유가족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이 레이건 대
통은 생전에 유머가 많은 분이었다며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했기 때문이다. 

고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의 공직자라서 영화와 관련된 농담을 곧잘 했다. 1981년 정신병자
가 쏜 총에 맞아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낸시 여사에게, “영화에서처럼 납작 엎드리는 것을 깜빡했지 뭐
요.”라는 농담을 했다. 

또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대통령 내외는 백악관 초청으로 유명 피아니스트의 연주회에 참석해 관람
을 하고 있었다. 연주회가 끝난 뒤 무대로 올라가던 낸시 여사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우스꽝스럽게 넘어지
고 말았다.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빨개졌다. 이때 레이건 대통령이 큰소리로 말했다. 

“여보, 넘어지는 일은 분위기가 무지 썰렁해서 박수나 웃음이 필요할 때 쓰기로 한 방법이었잖소!”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평소 유머 감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했던 고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의 장례식장에서도 특유의 유

머로 마지막까지 웃음을 선사했다. 

대통령의 유머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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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영적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
보다는 ‘거룩’해지는 것을 원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좀더 편안하고 행복해지
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바람은 그 사람의 관
심이 세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
이다.

둘째，영적인 사람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 바로 뒤에 ‘제게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
라도’라는 조건을 덧붙이는 사람이다．

즉 자신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
국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셋째，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습관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대개 사물의 겉모양만을 보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흥분하게 된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사물의 겉과 속을 
한꺼번에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
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흥분하거나 상처받
지 않는다． 

넷째，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
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높
아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안다．

다섯째，영적인 사람은 죽음에 대해 두려
움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릇된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아름
답게 죽기를 원한다．

죽음이 두려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사람들과 달리 영적
인 사람은 불의와 타협해 가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기보다는 단 하루라도 의미있는 삶을 

마르지 않는 샘

영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마련이다． 

여섯째，영적인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
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거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
들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쓴다．

일곱째，영적인 사람은 기꺼이 고통을 감
수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일단 무겁고 힘든 것이라는 생
각에 짓눌려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한숨과 탄식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 십자가가 불편
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탄식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고
난 당하신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세
상적인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임을 알고 있
기 때문이다.

토저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일곱 
가지 습관을 가질 수 없다”면서 “먼저 성령
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영적인 사람으로 살
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A.W.토저 

“설교가 빛이라면 토저의 설교는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레이저 광선이다.” - 워렌 위어스비

A.W.토저는 당대 복음주의의 양심으로 널리 인정

된 설교가로, 평생 청빈과 경건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

으로 살았다. 그는 사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

님을 추구함’, ‘진짜인가 가짜인가’ 등 40여 권의 저서

를 통해 성령을 갈구하는 목마름을 호소하며 그리스도

인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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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열매 연인원 집사

아름다운교회로 우리 가족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큰아들 필립, 이렇게 셋이서 
아름다운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큰아들 필립은 세 살 때에 교통사고
를 당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
지고 살아온 26살의 청년입니다. 가족 중
에 장애인이 있으면, 특히 그 장애인이 사
랑하는 자녀들일 때 그 부모들은 하루 24시
간 365일을 그 장애인 자녀를 돌보느라 지
치게 됩니다. 자녀의 성장과정을 기쁜 마음
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루도 휴식을 취할 수 없
는 긴장의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건강을 잃
게 되고 다른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
해져서 스스로 고립되어 사는 가정들이 많
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주
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교회
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장애를 지닌 성
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장애인 자녀들을 돌
보느라 심신이 지친 부모들이 또한 교회 와
서 계속 자녀들에게 주기만 하다가 바닥이 
난 텅 빈 마음을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채
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일원에 수백 개의 한인 교회가 있지
만 ‘사랑의 교실’과 같은 장애우 사역을 전
문사역자를 두고서 섬기며 또 주일 하루 장

자녀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큰 힘이 되는
‘사랑의 교실’

애인 자녀들을 걱정하지 않고 그 부모들에
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배려하는 교회는 
극소수입니다. 저희 가족이 아름다운교회에
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 온지 꼭 2년이 되
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던 첫날 저의 아들 
필립을 ‘사랑의 교실’에 부탁하기 위해 담당 
전도사님을 만났을 때, 그 전도사님이 보기
에 심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라 놀랐습니
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전도사님도 가지신 
장애로 인해 섬기는 자가 아닌 오히려 보살
핌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
았는데… 열심히 봉사하시는 교회 성도님들
과 더불어 장애우들을 돌보시며 또 지치고 
힘들어 하는 저희 같은 부모들에게 위로를 
해 주시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남편 전도사님과 세 명의 자녀들과 행
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당당히 하나님의 사
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전도사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한 희망
이고 용기를 갖게 되는 일입니다. 

또한 섬겨야 하는 장애우보다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더 많은 것에 깊은 감명
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장애우 부서
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실제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아름다운교회의    
‘사랑의 교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장애인
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할 뿐더러 그 가족들
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오기 전에 저와 제 아내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교회에서 실시하는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원했으나 필립이
를 맡길 곳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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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름다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교회 
행사나 양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주기 때문에 저
와 아내가 알파코스와 제자훈련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금요예배 시간에는 
‘사랑의 교실’ 성도 한 사람의 부모님을 위
해 섬기시는 전도사님을 보고는 할 말을 잃
어버렸습니다. 물론 전도사님께서 사명의식
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일이지만 그 뒤에는 
절대적 후원을 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
회 살림을 담당하시는 장로님들, 또 그들을 
후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름다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저도 아름다
운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 감
사드리며, 정말 겉과 속이 아름다운 우리 교
회를 위해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아들 필립이는 일요일 뿐만 아니라 
토요일 프로그램도 아름다운교회로 참석하
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기관들에서 하
는 프로그램들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았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랑의 교실’에
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랑으로 필립이를 
비롯하여 여러 장애우들을 보살펴 주시며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료와 교
육을 병행하여 주어서 필립이는 너무나 토
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가끔씩 저는 토
요일에 늦잠을 자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필립
이는 교회에 간다고 아침 8시면 저를 깨웁니
다.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 봉사하시는 집사
님과 전도사님께서 데리러 오십니다. 미술
도 하고 음악치료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
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오면 저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정말 ‘사랑의 교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을 뵈면 의무감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장애우들에게 열정
을 가지고 봉사를 하십니다. 앞으로는 토요
일 뿐만 아니라 주중 프로그램도 참석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아직도 장애인 자녀들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장애를 가진 많은 사
람들이 아름다운교회의 ‘사랑의 교실’에 와
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들로 인하여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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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혼의 선율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1874년 어느 날 찬송가 작곡가인 베일(Silas J. vail, 1818-1884)이 찬송시 
한 편을 구하려고 훼니 크로스비(Fanny Jane Crosby, 1820-1915)의 집

을 방문했다. 베일은 크로스비에게 자신이 작곡한 찬송 곡조에 알맞는 가사를 작
시해 줄 것을 간청했고, 크로스비 여사는 베일씨에게 미리 작곡한 곡조를 피아노
로 쳐 주도록 부탁했다. 이 찬송가의 선율을 열심히 듣고 있던 크로스비는 후렴을 
마치기도 전에 피아노를 중단시키고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에 축복이 임하시기
를 빕니다.”라고 하며 “베일 선생의 곡은 그 곡이 그대로 시를 읊고 있군요. 지금 
그 곡조가 ‘주께로 가까이’(Close to Thee)라고 노래하고 있어요.”라고 하였다.

크로스비는 늘 하던 대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3절에 달하는 가사를 순식
간에 적어 나갔다. “Thou, my everlasting portion, More than friend or life 
to me”(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당신이시어, 당신은 나의 친구나 생명보다도 더 
내게 귀합니다.)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Savior, let me walk with 
Thee”(내 순례의 길을 다 가는 동안 구주여, 나로 당신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Close to Thee, Close to Thee…”(당신께 가까이, 당신께 가까이) 이렇게 해서 
주옥 같은 이 찬송시가 탄생하였고 이 찬송곡의 원래 곡명은 ‘Close to Thee’(주
께 가까이)이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맹인으로 산 크로스비가 그의 기업이신 주님께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
시기만을 간구하는 그의 내면의 기도를 듣는 것 같다.

우리의 찬송가에 베일이 작곡한 찬송이 2곡이 있고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은 
21곡이 있다.       

- <찬송가 전곡 완전해설>중에서 by 박찬영 기자

*Stlas J. Vail
Born: October 6, 1818, Long Island, New York.
Died: May 20, 1883, Brooklyn, New York.
Vail was a hatter by trade, but wrote a large number of songs for Phillip Phillips, 
who was the first to publish Vail’s compositions. His works include:
• The Athenaeum Collection, 1863, containing previously unpublished songs by Stephen Foster
• Songs of Grace and Glory (with William Sherwin) (New York: Horace Waters & Son, 1874)

나의 영원하신 기업 - 43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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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욱 집사건강 상식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가 
어떻게 숨을 쉬는가에도 큰 관심을 갖

게 되는데 악골이나 치열에 문제가 있는 환
자들과 치료에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
누다 보면 평소에 코로 숨을 쉬는 것이 불편
하다는 사실을 의외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달리 공기 중의 오

염물질이나 좋지 않은 음식물로 인해 알러
지 같은 코의 여러 질환이 생겨남으로 입으
로 호흡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평상시 입천장 쪽에 
있어야 할 혀가 아랫니 쪽으로 내려오면서 
입천장이 좁아지게 됩니다. 입천장이 좁아
지면 치아는 나올 공간의 부족으로 삐뚤게 
나오는 것입니다.

 
평상시 아이가 입을 멍하니 벌리고 있거

나 입술이 항상 말라 있고, 잠을 잘 때도 입
을 벌리고 잔다면 그 아이는 코로 숨을 쉬는 
것이 편하지가 않아 무의식 중에 입을 벌리
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아
이들이 이렇게 입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자칫 이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
들이 많은데, 이것은 아이들의 평생 건강과 
얼굴의 성장과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는 중요한 신호이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호흡할 때의 부작용들

성장기에 입으로 호흡을 하는 어린이들
은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

치아교정,
이래서 중요합니다

니다. 입을 계속 벌리고 있게 되면 윗치아와 
잇몸, 코뼈, 광대뼈도 함께 밑으로 처지게 되
는데 그 결과 웃을 때 잇몸과 치아가 많이 드
러나게 되고, 심한 경우 코가 매부리 코로 꺾
이게 됩니다. 광대뼈가 밑으로 처지게 되면 
눈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시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아래 흰자가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얼굴이 길게 자라게 되면서 억지로 힘
을 주지 않으면 입술을 닫기가 힘들어집니
다. 아래턱은 대개 후방으로 밀리면서 매우 
작게 자라게 되고, 혀도 같이 뒤로 밀리게 되
는데 이러한 변형은 결과적으로 기도를 좁
게 만들고 턱관절이나 귀에도 악영향을 미
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좁아진 아이들
은 비만이 아니더라도 코를 골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입이 튀어나와 보인다는 대부분의 경우도 
사실은 아래턱이 후방으로 밀려 있고 윗치
아와 잇몸이 밑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
제로 옆에서 보았을 때 입이 코, 이마와 비교
해서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가 좁은 사람들은 잠을 잘 때 숨소리

가 거칠거나 코를 쉽게 골게 됩니다. 턱이 
후방으로 작게 자라 평소 코를 자주 고는 아
이들은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할 수 있게 됩니
다. 혈중 산소부족은 결국 나중에 심장에 무
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심장질환(부정
맥, 고혈압,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
며 불면증, 당뇨병, 콜레스테롤 상승, 위액
이 역류되는 현상 등 수많은 성인질환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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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턱이 작은 사람들은 숨쉬는 기
도를 열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앞으
로 구부정하게 내밀게 되는데 이런 머리 위
치의 변화는 만성적인 척추질환과도 깊은 
연관이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비정상적인 얼굴의 변화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전문
가가 아니라면 부모라도 조기에 알아차리기
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동안이라 
불리는 아이들의 얼굴 특성상 어릴 때는 웬
만하면 다 예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잇몸
이 약간 드러나고, 옆에서 보았을 때 턱이 작

고 또 얼굴이 조금 길어도 어릴 때는 모두 보
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변
화는 아이들이 청소년기로 들어서면서 확연
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서는 그렇게 
예뻤는데 커가면서 매력이 없어지는 아이들
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좁은 입천장을 넓히는 교정치료

얼굴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서는 평소 입이 아닌 코로 숨을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코로 숨을 쉬
기 힘들어 한다면 우선 이 아이는 이비인후
과에 가서 코와 기도 내에 문제가 있는지 확
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도 숨을 쉬기 힘들다면 좁은 입천장을 넓혀
주는 치과적 교정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
습니다. 요즘 음식들은 너무 부드러워 세게 
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천장이 넓게 발
달되기 힘듭니다. 한 이비인후과 저널에 발
표된 내용을 보면 평소에 코로 숨을 쉬기가 
힘든 310명의 환자들이 입천장을 넓히는 치
과 교정 장치로 치료한 결과 비염, 천식, 코
와 귀의 잦은 감염, 알러지 등이 상당히 좋
아졌다고 하는데, 약 80%에 달하는 같은 환
자들이 1~3개월 후 코로 숨을 쉴 수가 있었
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얼굴형도 바뀌
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1,000~3,000년
경의 두개골을 보면 당시에는 치아가 삐뚠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적절한 시기의 올바른 치아교정은 아이
들의 건강한 미래가 달린 중요한 치료입니
다. 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모님들
은 자녀들의 치아 상태뿐 아니라 턱의 성장
이나 얼굴이 변화하는 모습에도 항상 관심
을 가지셔야 합니다.

6세와 9세 때의 모습. 어릴 때는 문제점이 잘 드
러나지 않는다.

10세와 17세 때의
모습.
악골이 비정상적으로 
성장된 모습이 청소년
기에 확연히 드러난다.

임  욱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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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

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 공산주의

자가 연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당원들은 약속이

나 한 듯이, “안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연단에 선 공산주의자는 큰 소리로 말

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청중들은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만

세를 부르고 모자를 던지고 휘파람을 불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허수룩한 차림의 사나이가 연단으로 걸어올

라 갔습니다. 그가 연단에 서서 정중하게 머

리 숙여 인사하자 장내는 다시 조용해졌습

니다. 그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러나 또렷또렷한 어조로 말하기를, “존경하

는 모스크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이 공산주의자의 뇌(腦)가 보입니까?”하고 

말하자 와하-하고 웃는데 일부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하고 분명하

게 말했습니다. 이에 그 사나이는, “그러므

로 이 공산주의자의 뇌는 없는 것입니다!”라

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붉은 광장이 떠나

가라고 웃어버렸습니다.

쉼터

그 허수룩한 사람은 다시 손을 들어 회중

을 조용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다시 묻

기를, “여러분 ! 여러분의 눈에는 이 젊은 공

산주의자의 정신이 보입니까?” 하고 외쳤습

니다. 그러자 다시 회중 가운데서 많지 않

은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하고 응답했습

니다. 그러자 그 허수룩한 사람은 말하기를, 

“그렇다면 저 공산주의자는 정신이 없는 것

입니다.”

 뇌가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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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 두뇌도 없고 정신도 없는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러나 회중 가운데서 “죽여라!”하는 소

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일기 시작했

습니다. 그러자 그 허수룩한 사람은 어디론

가 끌려 나가고 말았습니다. 붉은 광장에는 

다시 “공산당 만세, 볼세비끼 만세”를 외치

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밀고 밀리면서 술렁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그 어리석은 공산주의자 같은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장님에게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님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같은 말

이 아닌 것입니다. 전기나 전파나 영혼이나 

마음, 정신, 사랑, 산소, 수소 등은 우리들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소리도 

보이지 않고 냄새를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

도 없습니다. 지금 생존하여 있는 사람 중에 

세종대왕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순신 장

군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

는 것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이 그 증거

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통하

여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

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

신 세상 만물의 질서를 보시고 그 아름다움

과 정밀한 것과 유용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

랍니다. 그 오묘한 조화를 보고도 그분의 능

력, 그분의 솜씨, 그분의 사랑을 느끼실 수

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분명하고도 찬란한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정

성과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

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본 사람

들은 그 우주의 광대무변한 규모와 질서에 

대하여 경이로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은 창조(創

造)하였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26)

우리들로 하여금 좁디좁은 땅에서의 삶만

이 모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 별들이 웅변

적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우주는 넓

고 할 일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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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특징

인도네시아는 지형적으로 생긴 모양이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처럼 18,108개

의 섬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중 400개의 섬은 
무인도이다. 수도인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
바 섬, 수마트라 섬, 보르네오 섬, 파푸아 섬, 
술라웨시 섬이 가장 큰 5개의 섬들이다. 국
토의 넓이는 한반도의 19배나 되고, 인구는 
2억4천만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나
라이며 그 인구의 약 50%가 수도가 위치해 
있는 자바섬에 살고 있다. 서구문명을 이루
고 있는 자카르타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토
인문화를 이루고 있는 이리안쟈야까지 다양
한 종족들을 포함한 365개의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또한 약 700가
지나 된다. 인도네시아어라는 표준어가 있
지만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종족들
은 자기 종족어만 사용하고 표준어는 알아
듣지 못하는 실정이다. 

16세기의 포르투칼의 식민지 지배, 17세
기의 네덜란드, 19세기엔 잠시 영국의 지배
를 당하다가 다시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
던 이 나라는 식민지 영향으로 인해 서구 제

인도네시아 선교 보고 황인철 목사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국주의와 서구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부정
적인 생각이 많이 남아 있다. 반면 이슬람
은 식민지시대에 강대국에 대항하는 민족주
의 성격을 띠며 환영을 받게 되었다. 가깝
게는 2차 대전 중 일본에게 3년반 동안 지
배를 받다가 일본이 항복한 후 1945년 8월
17일 독립하였다. 지금의 정치제도는 1945
년 2차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수카르노 대통
령이 2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다가 밀려났
고, 그 후 32년 동안 독재 군부정치로 이어
졌으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와 
계속되는 대규모 학살 사건, 종교간의 분쟁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실추되었고, 
IMF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반정부 시위로 인해 1999년 
국민정부가 탄생했지만 아직 불안정한 상황
에 처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쓰나미, 지진, 조류독감, 홍
수, 화산폭발 등 온갖 자연재해가 아주 많은 
나라이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가난과 더
불어 살고 있는 반면 1%의 부자들은 호화생
활을 하고 있어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하다. 
전체 인구의 5%가 중국인들인데 이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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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경제의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생활
필수품은 일본제품이 가장 많아 경제적으로 
악순환을 당하고 있다. 수도 자카르타에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주재하고 있어서 한
인들은 약 2만 명 살고 있으며 4, 5백 명 정도 
모이는 한인 교회도 여럿 있고 낮은 임금비
로 인해 그곳에 살고 있는 한인 가정들은 식
모와 운전기사를 보통 두 사람 정도 채용하
고 있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인상
은 대부분 친절하고 선하며 아주 온순해 보
였다. 가는 곳마다 사람도 많고 자동차도 많
고 특히 오토바이가 많아서 대단히 복잡하
지만 신호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질
서있게 차량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
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그들
의 양보 정신 때문이다. 아마도 365개의 종
족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슬람교가 압도적인 나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6개의 종교, 즉 이슬람
교, 기독교, 힌두교, 불교, 유교, 천주교를 인
정하고 있다. 단 그 중에 반드시 한 가지만
을 선택하도록 헌법으로 의무화하여 주민증
에 종교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분포도는 
이슬람 88%, 기독교 5%, 천주교 3%, 힌두
교 2%, 불교 1%, 유교 1%이다.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일은 불법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우세한 이슬람교가 간접적으로 다른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2억2천만의 인구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일의 이슬람 국가이다. 새벽 4시 정
도면 알라에게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들은 자녀가 4-5살이 되면 훈련
을 시켜서 8살 정도 되면 정식으로 금식생활
을 하고 있다. 

그 나라의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어떤가? 
470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그곳에 전해졌다. 
하지만 긴 역사에 비해 복음이 능력을 발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슬람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난한 지역인 수마
트라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산재해 있는
데 기독교 종족들은 기독교 종족들끼리, 이
슬람 종족은 이슬람 종족들끼리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선교하기가 대단히 힘이 든다. 
그러므로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독교 
사역자의 98%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
서 사역하고 있으며 2%만이 복음이 들어가
지 않은 곳에서 사역하고 있다. 기독교는 현
재 이슬람 지역을 위해 5% 정도의 인적, 물
적 선교자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슬람 지역 선교를 돕는 일에 좀 더 비중을 둔
다면 선교전략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선교전략으로

아름다운교회는 현재 반둥과 자바에서 
각각 사역하고 있는 몇몇 선교사 가정을 후
원하고 있다. 평범한 도시풍경을 지닌 반둥
에는 순다족이 약 3천5백만 명 살고 있다. 
이들은 세계 최대 미전도종족 중 하나인데          
‘순다인은 이슬람교인이다. 이슬람교인이 
아니면 순다인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순
다족에게 이슬람은 자기 정체성의 한 부분
이 되고 있다. 복음이 들어온 지 400년이 넘
었지만 기독교인은 전 인구의 0.03% 밖에 
되지 않는 1,000명 정도인데 이것은 이슬람
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순다인
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두 선교사는       
‘내부자 운동’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선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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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들고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내부
자 운동’은 Insider Movement 혹은 In-
ner Jesus Movement를 말한다. 종래의 선
교사들이 사용해 오던 ‘입으로 예수를 구주
로 시인하게 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전통
적인 선교방법’과는 달리 자기가 속한 가정
과 사회공동체를 버리지 않고 모두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내면적인 변화에 선교의 초
점을 맞추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내부
자 운동’은 선교의 장벽을 극소화시키는 새
로운 패러다임이다. 선교의 초점을 기독교
인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든지 교회에 출석
하는 등의 외형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 아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가정과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대로 살면서 마음으로 진
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가정
과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신앙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
음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문화적으로 무슬
림 문화를 수용하는 상황화 전략이다. 이방
인은 이방인의 문화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한 바울의 선교전략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절실한 곳

자카르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쪽
으로 1시간 정도 가면 나오는 족자는 반둥
에 비하면 사람들의 마음 밭이 열려 있기 때
문에 교회 개척사역이 가능한 곳이다. 그래
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중심으
로 사회봉사와 구제를 열심히 함으로 구원
받는 신자들이 늘어가는 사역 현장을 볼 수 

있다. 이미 6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교회
마다 현지 사역자를 파송하여 사역을 감당
해 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개척해 
나갈 계획인데 현지 사역자를 위한 재정 지
원이 쉽지 않다. 지금까지 개척한 6개의 교
회들은 각각 교인들이 100명 정도 모이고 있
는데 헌금을 하지만 워낙 가난해서 자립이 
힘든 상황이다. 외부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선교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지 사역자들
은 한 달에 $50만 지원해주면 대단히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이 가능하다고 한다. 

선교사님을 따라 방문한 고아원은 30대 
중반 정도 된 목사의 딸이 운영하는 곳이다. 
시작은 아버지 목사님이 했지만 지금은 돌
아가셔서 안 계시고 남편은 몇 년 전에 집을 
나가서 안 돌아오기 때문에 여인 혼자서 고
아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시설에다 늘 먹을 것이 부
족해서 선교사 부부가 매달 한 번씩 꼭 쌀과 
음식을 사서 보내주고 있다. 

돌아오는 길에 자카르타 공항 근처에 있
는 신학교에 들러 강의를 하였는데 그곳 역
시 사역자를 세우는 데 재정적인 문제를 안
고 있었다. 가난 때문에 지도자를 육성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있어도 경제후원이 없어 
선교를 못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복음선교의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았다. 

현지 선교사들의 수고와 노력은 절대적으
로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교회
는 그들에게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될 것
이다. 현지 선교사들의 역할이 복음을 전달
하는 아름다운 발이라면 우리 교회는 그들
의 발에 신기울 신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피곤해진 발에 포
근한 신발을 신기고 피 흐르는 발에 보호막
이 되어주고 외지에서 흘리는 외로움의 눈
물을 닦아주는 역할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모두 전방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곳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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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마당 정영숙 집사

미국인의 긍정적 가치와 긍지를 가
장 잘 그려낸 노만 락크웰(Nor-

man Rockwell)의 전시를 성황리에 마친 
Nassau County Museum of Art에서는 1
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제는 여성이
다 : 인상파와 후기인상파’ (The Subject 
is Women : Impressionism and Post- 
Impressionism)를 주제로 새 전시를 시작
했습니다.

인상파 화가를 이야기 할 때, 마네, 모네, 
드가, 르노아르, 피사로는 많이 거론되지만, 
중요한 인상파 여성 화가들에 대해선 잘 모
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여성
을 주제로, 즉 여성 인상파 화가들에 의해 
화려하게 표현되어진 작품들, 그리고 그 시
대 여성을 표현해 낸 대가들의 작품들 57점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새트, 드가, 피
사로, 르느와르 등의 작품들입니다. 이 화
려한 전시를 통해 우리는 인상파의 운동 속
에 그 시대의 남성화가들이나 여성 화가들
이 어떻게 여성을 그려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인상주의라는 이름은 1874년 미술 비평
가 ‘루이 르로이(Louis Leroy)’가 파리의 
전시회에서 비판적인 뜻으로 사용한 것에서 
유래하여 1800년대 파리 미술가들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서양 미술사에서 19
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사조로 쓰이고 있습
니다. 인상주의는 서양 미술사에서 대중에
게 가장 많이 알려지고 애호되는 화풍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상주의가 대중에게 커다란 호감을 주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여성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전시회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상주의 화가는 전통
적인 그림의 주제와 기교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 그림의 동기와 대상을 찾았
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상주의 화가는 사실
주의 화가처럼 도시의 일상뿐만 아니라 프
랑스 시골의, 특히 프로방스 지방의 햇살 아
래의 수시로 변화하는 풍경을 현장에서 직
접 화폭에 그림으로써 생동감과 친근감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경·나무·집 뿐 
아니라 도회지 거리풍경과 철도역 장면에까
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빛과 색의 조화, 대상과 
면의 구성을 나름대로 실험하였으며, 이는 
고갱과 고흐, 세잔느 등의 후기 인상주의로 
이어져 프랑스의 야수파와 독일의 표현주의 
등 현대 미술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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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됐다는 것 등입니다. 

이번 전시에 작품이 전시되는 화가 중에
는 우리와 많이 친숙한 드가나 르느와르도 
있습니다만, 그 인지도에 비해 크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 인상파 화가에 관해 더 이
야기해 볼까 합니다.

미국 화가인 메리 카새트(Mary Cassatt, 
1844-1926)는 파리에서 완
벽한 스타일을 발전시켰으
며, 드가(Edgar Degas)와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드가
의 예술과 생각은 그녀의 
작품에 상당한 영향을 끼
치게 됩니다. 드가는 카새
트를 인상파 화가들에게 소
개하였고, 카새트는 인상파 
운동에 있어 상당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
습니다. 직접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했고, 
미국에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카새트는 그녀의 형제인 알렉
산더(Alexander)에게 마네, 모네, 모리조, 
르노아르, 드가, 피사로의 작품을 구매토록 
설득하여, 그 후 알렉산더는 미국에서 인상
파 화가들의 작품의 가장 중요한 수집가가 
되었습니다.

카새트는 드가를 존경하였지만, 화풍에 
있어서는 드가의 화풍을 맹목적으로 모방을 
하지 않고 자신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다른 
인상파 화가의 영향을 받아 주위의 일상적
인 삶을 표현하는 그림을 주로 그렸고, 인
물들의 동작의 중요성과 함께 직관의 감각
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카새트의 초기 작품
은 부드럽고 시적인 광채로 특징지어지나, 
1890년대에 이르러서는 색이 좀 더 투명해
지고 대담하게 변하였습니다.

마네의 절친한 친구이자 모델이며, 성공
적이며 존경받는 동료였던 베르트 모리조
(Berthe Morisot,1841-1895)는 여성 인상
파 화가들 중 가장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
았습니다. 베르트 모리조는 인상파 운동의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부유한 
프랑스 가정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림과 드
로잉에 대한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1860
년대에 까밀 코로(Camille Corot)의 제자
였으며, Salon de Paris에서의 성공적인 전
시로 말미암아 마네와 알게 된 후 서로 존
경하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녀
의 편안한 붓질과 밝은 색조의 팔레트는 그
때까지 어두운 톤을 주로 사용하였던 마네
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녀는 화목
한 가족 풍경, 여인과 아이들의 초상화, 실
내풍경, 자연풍경, 항구의 모습들을 주로 그

렸습니다. 

이들 인상파 화가들의 그
림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생활비
를 걱정해야 했던 고흐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절실함
이 이상하게 그녀들의 그림
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단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작
품에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통을 
수반한 삶을 살았던 작가의 작품에서 느껴
지는 절절한 그 무엇, 강한 에너지, 삶의 원
동력, 역동성, 미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
스토 피아졸라(Astor Piazzolla)의 탱고
곡, 장영희 선생님의 글, 김점선 화가의 그
림 속에서는 어김없이 보게 되는 것들입니
다.  진정한 삶에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
고 가르치기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소 : 1 Museum Drive
          Roslyn, NY 11576-1138
          (516) 484-9338

정영숙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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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 속 식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
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
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
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
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출애굽
기 3:2~4)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불 가운데 있었던

떨기나무

식물 해설

모세는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떨기나무의 원어는 ‘스네/쎄네’이며, ‘찌르
다’라는 어원에서 유래되었다. 특별히 모세
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불꽃이 일었던 그 떨
기나무를 라즈베리(Rasberry) 또는 블랙
베리(Blackberry)의 히브리어 ‘페텔’에다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카도쉬’를 추가하여         
‘페텔 카도쉬’로 쓰기도 한다. 네오트 케두



57Arumdaun Presbyterian Church

밈 성서식물원에서는 ‘Burning bush’로 표
현하였다.

임종을 앞둔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
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요셉 자손을 축
복하였다. 

성지에서 본 떨기나무

시내산 입구 성 캐서린 수도원 정원에 한 
다발의 떨기나무가 자란다. 수도원 측은 하
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불 타지 않았던 것
과 같은 종류라고 설명하면서 특별히 보호
하고 있다. 

시내산에서 떨기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
은 계곡 지하에 수분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정원 한편에 모세의 우물이 있는 것도 물이 
있다는 증거이다. 팔레스타인의 평야에서 
잘 자라며 물이 귀한 사마리아, 쉐펠라, 유
다 산지에서도 더러 볼 수 있다.

떨기나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분
분하지만 성 캐서린 수도원 정원에서 자라
고 있는 종류는 한국의 산딸기(Rubus cra-
taegifolius)와 흡사하다. 센나나무(Cassia 
senna)를 떨기나무로 지목하는 학자도 있
다. 

식물 모양

성 캐서린 수도원에서 자라는 종류의 떨
기나무는 키가 1.5m 정도로 자라는 장미과
의 상록 관목으로서 주로 습기가 많은 곳에
서 덤불을 이루어 자란다. 줄기는 활 모양으
로 구부러지고, 짧은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아래를 향해 많이 나 있다.

잎은 작은 타원형이며, 손바닥 모양의 복
엽(複葉)이다. 꽃은 가지 끝에 총상화서(總
狀花序)로 피며, 꽃 색깔은 흰색을 띤 분홍
색이다.

열매는 작고 둥근 것이 한군데 많이 모
여 달리는 집합과로서, 처음에는 붉은색이
지만 점차 흑자색(黑紫色)으로 익는다. 꽃
과 열매는 4월에서 9월까지 피고 지기를 거
듭한다.
       <정정숙 전도사의 ‘성서식물’에서 발췌>

아름다운 나눔지 광고 문의

516.349.5559
516.458.5195 

2010 3  42010 3  42010 3  4

광고로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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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레시피 유경혜 집사

빠에야
빠에야는 고기와 해물을 넣고 만든 스페인식 철판볶음밥으로 스페인 동

부의 발렌시아 지방에서 시작돼 지금은 스페인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대중음식이다. 음식의 이름인 빠에야는 밑이 넓고 깊이가 얇은 뚜껑 없는 팬
을 의미한다. 빠에야는 맵거나 강한 맛이 나기보다는 향을 중시하는 요리다. 
요리법도 간단하고 큰 그릇에 서브해 각자 양만큼 한 수저씩 덜어먹는 우리네 
문화와도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PA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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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이컨, 닭살, 소세지, 오징어를 1cm 길
이로 썰어 놓고 새우는 껍질을 벗겨 놓는다. 
양파는 다지고, 조개와 홍합은 해감을 해 놓
는다. 

2. 팬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달궈지면 베이
컨을 넣어 익힌 다음 꺼내놓고, 그 오일에 다
시 소금, 후추와 정종으로 밑간을 한 닭살을 
넣어 익힌 후 꺼낸다. 

3. 그 팬에 남은 오일에 다진 마늘과 양파
를 넣고 충분히 익힌 후 흰쌀 2컵을 넣고 같
이 볶는다. 

재료 
베이컨(5 SLICES CHOPPED), 닭살(1/2LB), 
CHORIZO소세지(1/2 LB), 큰새우(1LB), 모시
조개(12개), 홍합(12개), 오징어(1LB), 파프리
카(7OUNCE JAR ROASTED), 흰쌀(LONG 
GRAIN,2컵), SAFFRON(1/2ts), 양파(1개), 냉
동 완두콩(1컵), CLAM JUICE(8OZ) 다진마늘
(1TS), 레몬(1개), 올리브 오일, 소금(1/2ts), 후
추약간, 정종약간 

4. 이때 오목한 큰 팬에 볶은 쌀을 옮겨 담
고, SAFFRON과 병에 든 파프리카를 채 
썰어 넣은 다음(국물도 같이 넣음) 그 위에 
CLAM 쥬스(8OZ)를 조금씩 넣어 가며 잘 
저어준다. 식성에 따라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다. 

5. 밥물이 줄어들면 밥 위에 새우, 조개, 홍
합, 오징어, 베이컨, 닭살, 완두콩을 넣고 불
을 낮추어 조개와 홍합이 열릴 때까지 뚜껑
을 덮고 뜸을 들인다.(10분에서 15분 정도) 
물이 너무 적으면  clam 주스를 더 넣어 주
되  밥이 질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다 되었으면 6쪽으로 썬 레몬과 함께 서
브한다.    

유경혜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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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절 음악

요한 세바스찬 바흐

마태수난곡
Matthaeus Passion
수난곡(Passion)이란 신약의 사복음

서에 나오는 예수의 수난에 관한 이야기

에 음악을 붙인 것을 말합니다. 바흐는 

그의 생애 중 5곡의 수난곡을 작곡하였

다고 하나, 오늘날 마태, 요한수난곡만

이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1729년 성 토마스교회의 성 금요일 예배에서 처음으로 연주된 [마태수난곡]은 전체가 78

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까지(마태 26:1~56)가 1부, 그 이후(마태 2 

6:57~27:66)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하는 위의 성경 말씀과 피칸더(Picander)가 쓴 대본을 사용하여 여기에 레시타티브(Recita-

tive), 아리아(Aria), 코랄(Chorale), 합창( Cholus)의 형식으로 곡을 붙였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로 복음사가(Evangelist) 역은 테너가, 예수 역은 베이스가 노래 부르

고 그 외 4명의 독창자와 아동합창 등이 사용되며 연주 시간은 약 3시간에 달합니다.

마태수난곡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2중 합창의 효과를 남김없이 피력한 웅장한 합창곡입

니다. 통주 저음의 규칙적이며 유연한 리듬 위에 제1합창대가 “딸들아, 와서 함께 슬퍼하자”고 

슬픔의 노래를 흘리면, 제2합창대는 그 사이로 짧게 “누구를?” “어떤 모습을?” 하고 물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보라, 예수가 사랑과 자비로 손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하고 힘차게 노래

합니다. 장엄함과 슬픔을 아울러 간직한 웅대한 서곡입니다.

바흐는 특히 이 수난곡을 듣는 회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수난을 몸소 체험하며 복음을 증

거하는 일에 종사하도록 훈계하려는 목적으로 하슬러(Hassler)의 유명한 코랄 [오 상하신 머리]

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로 하슬러의 [오 상하신 머리]는 수난 코랄(Passion Chorale)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태 

수난곡은 바하의 사후 점차 잊혀지다가 초연 1백년 후인 1829년 멘델스존이 발견하여 연주함

으로써 이 작품의 위대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Johann Sebastian Bach) | 필
립 헤레베헤 (Philippe Herreweghe) | 루벤스 (Sibylla 
Rubens) | 베르너 괴라 (Werner Gura) | 셀리그 (Franz-
Josef Selig) | 안드레아스 숄 (Andreas Scholl) | 이안 
보스트리지 (Ian Bostridge) | 헨셀 (Dietrich Henschel) 
| Harmonia Mundi | 20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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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샘

사탄의 명품
 
소문에 사탄이 그가 쓰던 중고용품들을 염가 판매한다고 했다. 
그가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위협하며 비난할 때 써먹던 도구들이
탁자 위에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고 
각각의 도구들에 값이 매겨져 있었다. 
탐욕엔 비싼 값이 매겨져 있었다. 
하지만 수군거림의 가격엔 반도 미치지 
못했다. 
교만엔 웬만한 각오로 사기 힘든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지만, 
가장 비싼 물건은 아니었다. 
 
탁자 귀퉁이에 평범하고 볼품없으며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낡은 물건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온 물건들 중에 가장 비쌌다. 
어떤 손님이 묻는다. “이게 뭐지요? 왜 이렇게 비쌉니까?” 
사탄이 대답했다. “아하, 그거 말씀이군요. 
그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시기와 탐욕과 나태와 정욕이 그리스도인들을 꺾지 못할 때, 
심지어 교만마저 힘을 쓰지 못할 때 
이 녀석이 신통하게 재주를 부려 목적을 달성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 이 탁자 위에 있는 모든 도구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린 것보다 이 녀석 하나로 넘어뜨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름이 뭡니까?” 
“네, 낙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지라도 낙심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내적으로 하루하루 새롭게 하는 것일까? 
천국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 마크 부캐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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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명 저   자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 김두식 | 홍성사
이 책은 한국 교회 현실에서 시작해  4세기 콘스
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 16세기 기독교 국
가화 된 유럽 교회의 모습 등 인문학적, 신학적, 
문학적, 경험적 요소를 총동원하여 우리나라 교
회의 현실에 문제 제기를 하고, 공동체적인 대안
까지 제시한다.

말씀으로 승리하라 | 존 파이퍼 (John Piper) | 한
국기독학생회출판부(IVP)
저자가  삶으로 체득한 말씀 생활의 비결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기쁨을 찾는 싸움에서 말씀이 근
본적인 무기임을 주장하며 묵상, 암송, 필사 등으
로 말씀을 체화하는 법, 영적 독서의 유익 등을 명
쾌하고 확신 있게 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존 맥아더 (John 
MacArthur) | 넥서스Cross
저자는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노아, 
라합, 요나, 베드로, 루디아와 같은 신실한 인물들
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의 거룩한 삶은 우
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 준다. 그리고 구주
와 동행하며 본받을 만한 삶을 살라고 도전한다.

성화의 신비 |월터 마샬 (Walter Marshall) | 복
있는사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애쓰지만 번번히 실패하
는 많은 이들에게 성화라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향한 큰 자유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삶에서 거
룩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과 방편을 제
공해준다. 이 책의 백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사 | 김하중 | 규장
이 책은 하나님 나라 진척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를 인도
하셨고,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
가에 대한 김하중 목사의 ‘기도행전’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인 | 정영순 | 브니엘
사라, 리브가, 라헬과 모세를 살려낸 요게벳, 여
성 사사인 드보라,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낸 에
스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위대한 아들을 
얻어낸 한나 그리고  다말, 룻, 라합 등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당당한 삶을 살았던 
16명의 성경 속 여인들의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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