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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말씀

황인철 담임목사

영과 진리의 예배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요한복음 4:13-26

John 4:13-26

하

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
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할 때 참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덴동산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
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상천국
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느 날 죄로
인하여 파괴됩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
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
습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고 먹을 것을 먹
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예배의 대상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금까
지 인간은 끊임없이 예배의 대상을 찾아 헤매
고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던가,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이 되던가, 아니면 자신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고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심각한 영적 고민을 가
지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
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도중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제자들
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
은 혼자서 우물가에 쉬고 계셨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 하나가 우물에 물을 길으러 왔
다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은 그 동네 모든 사람이 마시는 물입
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
인 여섯 시, 즉 아무도 안 오는 시간을 틈타 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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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 created human beings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
the breath of life through their nostrils, and
they became living beings. Human beings
are spiritual beings, therefore they experience true peace and happiness when they
worship and have fellowship with God.
That was the life in the Garden of Eden.
God fellowshipped with Adam and Eve
and conversed with them in the Garden of
Eden. That is why the place was called the
paradise on Earth. Then one day, their relationship was destroyed due to sin. Consequently, they were banished from Eden and
began life of continuing struggles. Just as
we need to breathe and eat to survive, we
also need objects of worship to live. This
is evident in human being’s endless search
for objects of worship from the very beginning of human history. The objects of worship can be the true God or the world we
live in or ourselves.

Samaritan Woman’s Spiritual Dilemma
John chapter 4 introduces a Samaritan
woman who has a serious spiritual dilemma. One day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traveling from southern Judah to northern
Galilee through a Samarian village Sychar.
It was lunch time, so his disciples entered
the center of the village while Jesus stayed
back alone, resting by a well. Then, a village woman came to draw water from the
well and met Jesus. The well belonged to
the village, but oddly the woman came at
“the sixth hour”—the hottest time of the

day. The woman was trying to avoid meeting people. She had a checkered past. She
was married to five different men, and her
current man was not her husband, not legally married yet. She was clearly a target of ridicule and taunting by her village
people. So she wanted to avoid any contact
with such people.
However, she meets Jesus and she does
not have second thoughts about avoiding
him. Instead, she engages in a long conversation with Jesus. The topic of their
conversation is worship. The woman asks,
“Our fathers worshiped on this mountain,
but you Jews claim that the place where we
must worship is in Jerusalem” (John 4:20).
There is a long history of animosity between the people of Samaria and Judah.
Such feelings are evident in their religiosity. Samaritan claimed Mount Gerizim
to be the place of worship while the Jews
claimed Mount Zion and Jerusalem as the
true place of worship. It is safe to assume
that the woman worshipped at Mount Gerizim, repented and cried out to God, but no
matter how hard she tried nothing resolved
her sinfulness and her troubled soul. There
was no peace in her soul. After a while she
must have wondered if she should worship
in Jerusalem. It would be natural for her to
have such spiritual dilemma.

Worshipping the omnipresent God
In response to her question, Jesus teaches
her about worship, “A time is coming when
you will worship the Father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The location
is not important. We believe God is omnipresent. God is everywhere. God is in
heaven, on earth, Mount Gerizim, Mount
Zion…there is no place absent of God.
Therefore, we can worship God anywhere.
This fact reveals the heart of God. God
wants us to be worshippers wherever we
are. “The Father seeks such worshippers.”
Worship is meeting God. God wants to
meet us. We can easily think worship is
our act of coming before God. However,

을 길으러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
이나 있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고, 지금 같이 사
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
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말장난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
람이 싫어진 이 여인은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피해서 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더니
집에 돌아갈 생각도 않고 말을 계속하는데 끝
이 없습니다. 오늘 대화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이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
살렘에 있다 하더이다”(요 4:20).
사마리아와 유대의 지역 감정은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종교에까지 미치게 되었
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예배할
곳이라고 주장했고, 유대 사람들은 시온산 예
루살렘이 예배처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회
개도 해보았고, 울어도 보았고,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만족이 없었
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이 아닐까? 그런 영적 고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인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관
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
렘에서도 말고’ 즉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무소
부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며, 그
리심산, 시온산···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
러니까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여
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
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
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
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예
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
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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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
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
배 중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중에, 찬양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혼
을 열어 영접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
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worship is not an act of seeking God. No
one can find God or know God unless God
reveals Himself. God comes to us first.
God comes to us in worship through the
Word, our prayers, and praises. Worship
is embracing God with our open spirit, and
responding to God’s calling. Worship is
being grateful for already received grace
from God.

예배 드리는 방법

Ways of Worship

예배 드리는 방법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
쳐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
습니다.
영어로 ‘spirit and truth’, 여기 spirit은
Holy Spirit(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
리 영을 말합니다. 영은 가슴과 관계가 있고,
진리는 머리와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뜨거
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 영은 있는데 진리가 없
어도 안 되고, 진리는 있는데 영이 없어도 안 됩
니다. 영과 진리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이든 진심으로 열심
히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병원에 가 보면 자기가 하나님
이라고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
다. 그러나 진심으로 믿는다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
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칭찬을 많이 받았습
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
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
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계 2:2-3).
이 말씀대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살
아 있는 교회입니다. 거짓 사도와 그의 가르침
을 용납치 않았습니다.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
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책망
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계 2:4). 의무적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냉랭한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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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teaches how to worship. He says
we are to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Here ‘spirit’ does not mean the Holy Spirit,
but our spirit. Our spirit is related to our
hearts, and the truth is related to our mind/
head. Passion in our hearts and sharpness
of our minds! Spirit without truth or truth
without spirit is not acceptable. Spirit and
truth are both required.
Some thinks that it does not matter what
religion they follow as long as they are
passionate about it. Wrong. In psychiatric wards one can find a few who claim to
be God himself. No matter how sincerely
they believe it, a lie cannot turn into a truth.
In the book of Revelation, we find Jesus’ assessment of church in Ephesus. It
received many praises.
“I know your deeds, your hard work and
your perseverance. I know that you cannot
tolerate wicked men, that you have tested
those who claim to be apostles but are not,
and have found them false. You have persevered and have endured hardships for my
name, and have not grown weary” (Revelation 2:2-3).
According to this passage, truths were
thriving at church in Ephesus. They discerned and rejected false apostles and their
false teachings. They were faithful in their
duties. However, they were reproached for
one thing. They have ‘forsaken their first
love’ (Revelation 2:4). Although they worshipped dutifully, they were reproached for
their passion and their spirit that grew cold.

Preparation of worshippers

Worshipping God in spirit and in truth
requires preparation.
1. Preparation starts with our everyday
life.
Our week-day life style needs to point
toward
worship.
The children of
God who strive to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no matter how tiring, troubling, or
wounding—will
shed tears of joy in
gratitude of God’s
grace, as soon as
they enter their
church
parking
lot. They experience grace of God,
no matter what
words are spoken.
On the other hand,
those who come to
worship tired and
weary due to living freely as they
please, ignoring the
will of God, cannot
be true worshippers. On Sunday mornings, worship begins
from the moment we get ready to head out
to church. We need to head to church with
a reverent heart. Worship is giving our true
heart and love which require preparation.
2. It is important to arrive early.
Tuning instruments is mandatory before
performing in an orchestra. Likewise we
need time to tune our spirit with the Spirit
of God to worship. Take a minimum of five
minutes and quietly meditate before worship. Calm your stirred minds, and fill
them with God. Meditate on the character of God. If you had a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ould you
make him wait for you? Worship time is an
appointed meeting time with God.

예배자의 준비 자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
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준비가 필
요합니다.

1. 평소 생활 속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중에 우리의 삶
이 예배를 향한 준비
가 되어야 합니다. 세
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답게 살아보려고 지치
고, 시달리고, 찢겨진
몸으로 주일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교회
주차장에만 들어와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납니다. 무슨 말을 해
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지친 게 아니
라 놀다가 지쳐서 주
일 예배에 나오니 예
배가 제대로 드려질
리가 없습니다. 특히
주일 아침에는 집에서
준비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경건한 마음으
로 교회를 향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
의 정성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
가 필요합니다.

2. 일찍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Tuning(조율)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
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에 Tuning 하
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5분 정도는 미
리 오셔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
오. 복잡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
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과 약속을 하셨다면 누가 먼저 약속
자리에 나가 기다리겠습니까? 예배 시간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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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과 만나는 약속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
랍니다.

3. 집중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시
켜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회개하기 원하시
는가? 무엇을 알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려는
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
나님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한 시간만큼은 이 일이 가
장 중요하다고 믿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
아 부어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
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네게 말하
는 내가 그라.’ 예배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만나
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
를 만나러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
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 4:29)
진정 예배를 경험하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납
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
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에 달라
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없는 예배는 영
과 진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또한 주일예배가 중요한 만큼 월요일부터 토
요일까지 드리는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우
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명심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
져서 세상에 나가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
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
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영과 진
리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8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3. We need to worship with focused
minds.
We need to turn our thoughts and minds
toward God when we worship. Then, we
wait to hear what God has to say to us today. Pay attention to what God will convict
our hearts for? What will God reveal to us?
During worship we need to focus solely on
God. We come to meet God.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focus on God
alone and to pour our hearts on Him.

The heart of worship is meeting Jesus
The Samaritan woman finally said, "I
know that Messiah is coming" (who is
called Christ). "When he comes, he will
proclaim all things to us." Jesus said to her,
"I am he, the one who is speaking to you."
The ultimate goal of worship is meeting
Jesus. That is worship. We need to know
that we are coming to church to meet Jesus.
Then, we return home after meeting Jesus.
Everything else about church is detail. After meeting Jesus, the woman left her water jar and went back to the city. She witnessed to the people saying, "Come and see
a man who told me everything I have ever
done! He cannot be the Messiah, can he?"
(John 4:29). The experience of true worship results in changes in our spirit. Holiness in the people of God is restored, and
they are empowered to live a life acceptable to the will of God. There needs to be
changes between before and after our worship. Worship without changes is no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In addition, how
we honor God from Monday to Saturday is
just as important as our Sunday worship.
We must remember that every aspect of our
life is part of worship to God. Our spirit
needs to be renewed through the Word of
God. Then, as we present ourselves as living sacrifices, the kingdom of God will be
built on this earth. Therefore, I pray that
we will all become true worshippers who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특집 -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1.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2. 이것이 예배이다
3. 새벽 예배자의 힘
4. 참된 예배의 회복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9

특집 - 예배 1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

나님이 정말로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하실까? 성령의 불을 품
은 사람 토미 테니,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의 능
력을 보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좇는 사람’으
로 만드셨다. 식어진 크리스천의 가슴에 예배
열정의 뜨거운 불을 지피는 사역자 토미 테니
의 글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새롭게 갈망
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게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임재 사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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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생각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하
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더 확실히 안다
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 당신과 나 같은 이들에게 다시금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
“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묻지 않으
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너는 정말
나를 아느냐? 너는 정말 나를 원하느냐?”
그 음성은 내 심령에 좀처럼 가시지 않는 굶
주림을 주었다. 사실 나는 설교자로서, 복음전
도자로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 4대째 그리스도
를 믿는 성령 충만한 집안의 자손이요, 3대째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나를 괴롭히는
공허감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었다. 뭔가가 더

필요했다. 나는 하나님을 아주아주 가깝게 만
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즈음 내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목회하고 있던 그는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해 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왠지 올 것
이 왔다는 기분이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놀
라운 만남일 줄은 둘 다 미처 몰랐다. 그 주일
아침에 친구 교회에서 설교한 후 집으로 돌아
왔는데, 친구 목사는 나를 다음 주일에도, 그
다음 주일에도 초청했다. 우리가 한 일은 하
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뿐이었는데, 사람들
의 갈증은 더해갔고, 분명 뭔가 벌어지고 있었
다. 3주째 아침 8시 30분 주일 예배가 시작되
었을 때, 숨 막힐 듯한 공기 속에 하나님의 임
재가 빽빽이 들어차 있음이 느껴졌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던 찬양 팀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
무 강렬하게 머물자 노래도, 연주도 할 수 없
었고, 예배 인도자는 키보드 뒤에 주저앉아 울
고 있었다.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기록한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건물엔 이미 성령이 충
만할 대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임재는 글자 그
대로 실내에 꽉꽉 메워져 있었다. 그곳에 하나
님이 계셨다. 그것만은 틀림없었다. 우리는 감
히 하나님의 고귀한 임재를 방해하고 싶지 않
았다. 친구 목사는 몸을 떨면서도 주님이 주
신 말씀을 읽어야 할 것 같다며 강대상 앞에
서서 성경을 펴고 역대하 7장 14절을 차분하
게 읽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
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이어 그는 성경을 덮고 떨리는 손으로 강대
상 귀퉁이를 붙잡고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분의 혜택을 구하
는 일을 그만두고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
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
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 순간 건물 안에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
다. 목사는 글자 그대로 위로 들어올려졌다가
3미터쯤 뒤로 쿵 나가떨어졌다. 그 사이 강대
상은 앞으로 넘어져 두 조각이 났다. 우리는 휘
장이 찢어진 천국에 빨려들고 있었다. 하나님

의 임재가 폭탄처럼 그곳에 내리쳤다. 사람들
은 울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잘못됐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
계를 바로잡을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오기 위해 서로 밀쳐 대
며, 기다릴 수 없는 이들은 의자를 밟고 넘었
다. 음악도, 설교도 없는데도 예배의 열기는 걷
잡을 수 없이 더해갔고, 아이들도 회개하며 울
부짖었다. 2부 11시 예배가 되어서도 아무도
떠나지 않았고, 주차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사
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껴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리며 교회로 들어왔고, 강
단 앞으로 나와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끝없
는 주일 아침 예배는 월요일 새벽 1시까지 계
속됐다. 앞서 말했듯이 설교나 음악은 전혀 없
었다. 그날 벌어진 일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
의 임재가 나타난 것! 그분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가 맨 먼저 하는 일은 여호와를 보았던
이사야와 똑같다. 그는 영혼 깊은 곳에서 이렇
게 울부짖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
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
신 왕을 뵈었음이로다”(사 6:5).
하나님의 택하신 종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
의 왕을 뵙는 순간, 그때까지 그가 깨끗하고 거
룩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더러운 누더기로 변
했다. “나는 여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
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
게 많다니!” 그것이 이사야의 깨달음이었다.

갈급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라
하나님은 교회의 음악이나 건물 따위에 개
의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별로 문제 삼지 않으
신다. 그분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
다음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다. “너는 나
를 원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들어설 여지가 전혀 없을 정
도로 교회 예배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준비한
다.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잠깐은 시간을 내드
릴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스케줄을 벗
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불안해진다. 우리는 하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11

나님이 우리의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좀처
럼 허용하지 못한다. 그분이 우리가 준비한 모
든 것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 얘기에 넌더리가 날 정
도로 부흥을 듣고 배우고 얘기했다. 나도 그 일
이 생업이었다. 나는 부흥을 설교했고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그때 하나님이 상자를 깨고 나
오셨다. 그분은 그렇게 임하셔서 모든 것을 부
수셨다. 이후 연속 4-5주 동안 매일 밤마다 수
백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회개하고 그리스도
를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다.
그때 퍼뜩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 수개월간 그분
의 명백한 임재가 그곳에 머물렀다.
내가 아는 한 그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
나뿐이다. 배고파하지 않는 것. 굶주림이 없는
곳에 그분은 성령을 부으시지 않는다. 그분은
갈급한 자들을 찾으신다. 갈급함이란 기존 상
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넘겨드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분
은 그때 오신다. 하나님은 교회의 소유권을 되
찾으러 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갈급함
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진정 갈급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일들로 삶에 만
족을 얻고 갈급함을 채웠다. 매년 매주 하나님
께 갔지만 그분이 채워 주실 곳은 조그만 빈 공
간에 지나지 않았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하나
님은 우리 삶의 다른 것들에 밀려 2순위가 되
는 데 염증이 나셨다. 교회 생활과 프로그램에
밀리는 것에도 질리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고, 임
신 상담 센터에서 아기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모든 선한 것
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요 이것이 그
분의 마음이기 때문이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
다.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그분을 위
한 일에 너무 빠져 정작 그분을 잊어버릴 수 있
다. ‘종교 생활’ 자체에 너무 빠져 영성과 담을
쌓을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갈
급함을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억눌러 왔
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진정 사랑하지 않아
도 서로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출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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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함께 수료하고 아기를 낳고 융자금을 같
이 갚으면서도, 하나님이 부부를 위해 만들고
설계하신 ‘고차원적 친밀함’은 전혀 누리지 못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뜻밖의 능력을 보
이시면 충격을 받는다. 우리 대다수는 ‘성전에
가득한 그분의 옷자락’을 볼 준비가 안돼 있다.
나는 설교 잘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추구했었다.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시도
했었다. 그러나 나는 부서졌다. 이제 나는 하나
님을 좇는 자다. 그 밖의 다른 것은 더 이상 중
요하지 않다. 우리가 마음과 영과 몸을 다해 하
나님을 좇아갈 때 그분은 돌아서서 우리를 만
나 주신다. 그분을 만나고 나올 때 우리는 세상
에 대해서는 망가진 존재가 된다.
그러나 세상의 좋은 것들도 그 너머에 있는
좋은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
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깨어지도록 속박을
풀라. 지금은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할 때다. 전
에 보던 것을 그만 보라. 전에 읽던 것을 그만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열심히 읽고 있
다면 말이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간
절히 갈망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가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회개와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라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예배가 좋
았거나 부흥이 온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곳에 진만 쳐 놓은 채 물러나와 불붙
은 떨기나무 주위에서 춤판을 벌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엉뚱한 것에 시
선이 멎는다. 우리는 “아버지, 저를 만져 주시
고 복 주소서”라고 말한다. 우리는 용케도 지
역 교회들을 ‘축복 클럽’으로 바꿔 놓았다. 그
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제단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다. 제단은 죽음의 장소다. 내가 말하는 죽
음이란 죽음에 상응하는 신약성경의 개념, 즉
회개, 깨어짐, 주님 앞에서의 겸손이다.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심은 자비 때
문이다. “어서 나를 더 가까이 불러라. 내가 가
겠다.” 하시면서도 다른 손을 내밀어 경고하신
다. “조심해라. 더 이상 가까이 오려거든 모든

것이 죽었는지 확인해라. 정말 나를 알고자 하
면 모든 것이 죽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죽음을 좋아하신 것일까? 제물
의 털과 가죽이 타는 고약한 냄새가 뭐 그리
좋다고, 천국을 떠나 번제의 자리로 오신 것
일까? 죽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뭔가가
있다. 교회사의 모든 부흥에는 죽음이 있었다!
초창기 때 아주사 거리의 집회에도 죽음이 있
었고, 제1차, 제2차 대각성 때도 죽음이 있었
다. 아주사 부흥의 오순절 선구자 프랭크 바
틀맨은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
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기꺼이 발목에 끈을 묶으며 이렇
게 말하는 자를 찾으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나는 왕을 보리라. 휘장 안에 들어가
기 위해 내 혼신의 힘을 다하리라. 피를 바르리
라. 회개하리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든 하리라. ‘그분에 대해’ 아는 데 지쳤기 때문
이다. 나는 ‘그분을’ 알고 싶다. 그분의 얼굴을
봐야만 한다.”
우리는 돌파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
나 우리 자신이 깨고 나가지 않는 한 돌파구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 돌파구란 마음이 깨어져
자신의 야망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법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우신 것처럼 우리의 도성을
위해 울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심령을 빚으려 하실
때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당신 영혼의 토기장
이는 그저 당신을 ‘무르게’ 하려는 중이다. 그
분은 천국의 태풍이 없어도 그분의 임재를 감
지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이 민감해지길 원하신
다. 천국의 잔잔한 미풍, 그분 임재의 가느다
란 산들바람에도 당신의 심령이 춤추며 “그분
이시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이 민감
해지길 원하신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취향이 아닌 인간
의 비위에 맞춰 기획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한
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서 ‘죽음’을 찾고 계
실 때 대다수 사람들처럼 우리는 ‘생명’을 원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와 상한 심령을 통한 ‘죽음’이다. 성경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눅 15:10)고 말한다. 지상의
죽음과 회개는 천상에 기쁨을 낳는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명하셨던가? 목숨을 버리고 자기 십자
가를 지고 그분을 좇으라는 것이었다(눅 9:23
참조). ‘십자가’라는 뜻의 헬라어 ‘스타우로스
(stauros)’는 ‘비유적으로 죽음에의 노출, 즉
자아의 부인’을 말한다. 엘레야는 제단에 땔감
과 합당한 제물을 쌓은 후에야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를 구했다. 우리는 늘 불을 내려 주시기
를 기도하지만 제단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제단 위로 기어올라가 이렇게 말하라. “하나
님, 어떤 대가가 따라도 좋습니다. 제단 위에
저를 올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불로 저를 불
사르소서.” 그럴 때 우리는 존 웨슬리의 뒤를
이을 수 있다. 그는 제1차 대각성 기간 중 그토
록 엄청난 군중이 모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
다. ‘내가 불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내가 타는
것을 보려고 모인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교회를 원하신다(행 13:22
참조). 축복을 갈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장
난감을 갖고 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닙
니다. 저는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
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제 눈과, 심령과, 귀를 어
루만지셔서 저를 온통 변화시켜주시기를 원합
니다. 주님, 지금 이대로의 삶에 신물이 납니
다. 제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
다.”라고 기도할 것인가? 당신 삶에 하나님이
영속적으로 거주하기를 갈구하라!
정리: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
- 박소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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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예배 2

A. W. 토저

이것이 예배이다
A.W.토저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타협 없는 하나
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한 이 시대의 선지자였다.
그는 평생 교회와 크리스천의 삶의 개혁에 관한 40여
권의 명저들을 저술하였다. 그 중의 한 권이 <이것이
예배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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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은 예배를 위해 태어났다

아

담이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 우리는 우리
가 왜 우리 자리에 서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왜 태어났는지,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영적인 기억 상실에 걸
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또 끝없이 그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왜 창
조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말해 준다. 성경은 하
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고 말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
답 제1문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
인가?”라고 묻고 그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라
고 말한다. 그렇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바로
예배이다. 일도, 쾌락도, 고귀한 정신개발도 우
리의 창조 목적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영광이 빛나
는 것을 보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목
적이다.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최고의
순수함, 고결함도 우리의 최고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어버렸
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
영하는 거울은 깨져 버렸거나 최소한 연기로
가려져 버렸다. 그래서 인간이 찾아 헤매는 목
적들은 끔찍하다. 술과 마약에 탐닉하기도 하
고,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 등을 최고의 선으로
추구하기도 한다.
우리는 근본적인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인간은 보이는
것들, 인간의 것들을 찾아 헤맨다. 인간을 제외
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들의 존재 목적
에 충실하다. 꽃은 여전히 아름답고, 새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러나 그 어떤 피
조물보다 더 하나님을 닮고, 그래서 더 하나님
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인간들은 잠잠하다. 나
아가 그 영광을 가리고 죄악만을 반영하고 있
다. 그것은 인류 최고의 비극이다. 그 비극의
근원은 아담의 타락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었다. 예수님은 인간으
로 성육신하셨다. 그리고 이 땅 위에 계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영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
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기를 선택하셨다. 그
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
신다. 우리에게 예배를 부활시키시고 그 예배
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로 인하여 예배를 찾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큰 착각
에 빠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을 절실히 구하고 계신 줄 착각하고 있다. 우리
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크게 입어
서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 후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배하는 사람의 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지 못
하다. 예배 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은 심판
의 불 속을 뚫고 살아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
은 이들의 일은 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
해서이다. 우리가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면, 살아 있어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2. 오직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배는 이 세상
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
나 죄로 인해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받
으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 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간에 드리기만 하면 아무 문제
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죄 씻김이 없는, 즉 그
리스도 안에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을 향할 수가 없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진정한 종교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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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체험을 할 수 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
이 진정한 종교적 체험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야 한다. 그는 하나님께 말씀도 드렸고 하나님
도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구원의 체
험을 하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
을 알아야 한다. 이방인들의 종교는 가짜가 아
니다. 그들에게도 진정한 종교적 체험이 있다.
이것은 무서운 사실이다. 그러나 더 무서운 사
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자칭 그리스도인
이라는 이들의 예배도 오직 종교적 체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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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속죄함이 빠진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
지 않으셨다.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를 못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관계가 있
다고 착각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는 ‘가인의 예배’가 드려질 수밖
에 없다.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그럼
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된 예배도, 성령님

이 임재하지 않으신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
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는 우리의 태도
를 반영한다. 그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
한다.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
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예배는 행
동이다.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행동이다. 그 강
도가 늘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지
속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탄을 겸손히 기쁨으로 표현
하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그
첫째는 신뢰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
는다면 존경할 수 없고 그리고 예배할 수 없
다. 누군가를 무한히 신뢰하는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신뢰는 예배를 향
한 첫걸음이다. 두 번째 요소는 감탄이다. 우
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감
사한다. 그 감사함의 정상에 감탄이 존재한다.
그 감탄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예배하
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요소는 매혹이다. 가
장 최고도의 선, 하나님의 선, 그 강한 도덕적
열정 앞에 우리는 매혹되지 않을 수 없다. 성
령님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되는 곳에
는 항상 강력한 도덕, 인간의 도덕이 아닌 최상
의 도덕이 드러난다. 그것에 매혹되지 않는다
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이다. 그 매
혹은 우리를 예배하게 한다. 마지막 요소는 숭
모다. 이것은 두려움과 놀람과 갈망과 외경심
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봉이다. 우
리가 드리는 사랑의 최고봉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그 사랑의 최
고봉에 올라 하나님을 올려 볼 때 예배하지 않
을 수 없다.

3.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
현재 우리들의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온갖 장식품으로 빛나는
교회이건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
종되었다. 오늘날의 교회는 부자다. 없는 것이
없다. 없는 것은 오직 하나 예배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회장실에 난방장치를 하는 데 얼
마의 돈을 써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느라 온
갖 신경을 써야 한다. 진실한 기도도 하지 않
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집사와 장로와 목사들
이 교회를 경영하면서 교회의 나아갈 길을 결
정하고 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닌가? 또
한 지금 연예오락이 가장 판치는 곳을 꼽으라
면 영화계 다음으로 교회를 꼽을 수 있다. 오늘
날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내실보다 허세가 통
하는 동네를 꼽으라면 단연 정치분야이고 그
다음이 교회들이다. 예배를 통해 교회가 교회
되게 해야 한다.
예배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일이다. 예배
는 예배드리는 사람을 열정적이고 활동적으로
만든다. 일부 위대한 문명의 진보는 바로 예
배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 무기력을 떨쳐버렸을 때 문예 부흥이
일어났다. 문명이 발전한 역사적 배후를 연구
해 보면 반드시 예배자들의 숨은 공로를 발견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그분
을 믿는다. 그것은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
기 위해서이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본래의 상태로 돌아
간다는 말이다. 우리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을 숭모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서 믿는다는 말이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
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믿는다는
말이다. 얼굴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
러운 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하나님
을 닮기 위해 믿는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이름
이 우리의 이마에 있도록 하기 위해 믿는다는
말이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믿는다는 말이다.
예배하는 이들에게는 갈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다. 예배 속에서 회개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모든 것을 다 바
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당신 안에 충만히 거하실 것이다. 그러
면 당신의 삶이 예배가 될 것이다. 당신은 예배
속에 늘 거하게 될 것이다.
정리: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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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예배 3

새벽

예배자의 힘

염

려 없는 인생은 없다. 다만 염려로 주저
앉는 인생과 염려로 성숙하는 인생이 있
을 뿐이다. 시련 없는 인생은 없다. 다만 시련
으로 좌절하는 사람과 시련을 극복하여 도약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풍랑 때문에 배를 젓
지 못하는 비숙련 사공과 풍랑을 타고 더 빨리
가는 능숙한 사공이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인
에게는 염려와 걱정을 파괴할 무기가 있다. 염
려와 걱정를 대신 지시는 주께 간구하면 된다.
시련의 인생장벽도 기도로 능히 돌파할 수 있
다. 이런 기도의 무기를 집중 단련하여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새벽 예배이다.
과거나 현재나 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결국 신앙교육이라는 것도 틀을 바꾸는
작업이다. 생각의 틀, 행동의 틀, 판단의 틀이
바뀌는 것이다. 사람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
혜를 붙드는 것, 세속의 행동 유형에서 하나님
백성의 행동 유형으로 바뀌는 것, 실패의 체질
에서 승리하는 체질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런
데 이런 변화의 첩경은 새벽기도이다.
이 시대 청년 부흥의 선두주자인 전병욱 목
사의 저서 <새벽 예배자>를 통해서 새벽 예배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하나씩 살펴보고 뜻
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실행해 보자. 최강의
기도인 새벽기도로 인생의 강자(强者)가 되자.

1. 새벽 예배자는 중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중독이란 일종의 ‘유사만족’이다. 마귀가 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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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를 넘어뜨릴 때 썼던 방법이 무엇인가? 일
단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
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했지, 그 일로 치르게 될
많은 대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독의 문제도 이와 같다. 악한 마귀는 유혹에
걸려든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든다. 그렇다
면 새벽기도는 이 중독의 문제에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중독을 끊는 새벽기도의 힘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
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義)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롬
6:19하).
이 말씀은 ‘드림의 원리’이다. 중독을 이기
는 방법이 뭐냐고 할 때 우선 이것으로부터 벗
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발버둥 정도로 중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설적
이게도 중독은 중독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중독은 중독으로 이기되 좋은 것으로 중독
되어야 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다. 내가, 내 몸이 어
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내 몸을 예배와 기도와 선교의 자리에 두는 것,
의(義)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에 둘
때 죄악의 세력들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기둥
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
씀하시니···’(참조: 출 33:8-10)
이 말씀에서 ‘회막’이란 무엇인가? ‘tent of
meeting’, 즉 ‘만남의 텐트’ 쉽게 말해서 ‘기도
의 처소’를 만들었다는 말이다. 영적인 리더십
이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
님 앞에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 새벽마다 나아
와 기도하는 회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모세는 장막을 가지고 진(陣) 바깥으로 나
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쳤다. 회
막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과는 구별된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회막과 가장 유사한 것
이 새벽기도이다.

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
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출 33:11).
그렇다. 모세는 회막에서 기도하다가 진으
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한 시대의
전성기는 언제 오는가? 1세대보다 2세대가, 2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할 때 찾아온다.
자기 자녀를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자기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자기보다 더
깊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
된 자의 사명임을 자각하라. 그러면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미래가 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새벽기도의 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하며 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딤
전 4:7-8). 특별히 경건의 훈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기도는 그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
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

2. 새벽 예배자는 삶의 수준을 높여
탁월한 인생으로 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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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인의 호흡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특
별히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드리는 새벽
기도 훈련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상황을 변화
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새벽기도 훈련
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더 높은 삶의 목표를 추구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 간다면 우리 삶의 목
표는 대부분 자기 생각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 일반 사람들
이 생각하는 수준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
는 것이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목표 수준이 높아진다. 하
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수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 수준
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수준은 어떻게 높아지는가?
기도하여 응답을 얻으면 그 응답을 얻고 난 다
음에는 더 높은 수준의 기도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그렇게 매일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
님께서 원하시는 더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버릴 것들을 버리고 순간의 즐거움을
유보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전
날 밤에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즐거움과 유혹을
다 포기했다는 뜻이다. 예수 믿고 나면 포기해
야 될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훈련 받은 사람은 기꺼이 버릴 줄 안다. 죄
를 버리지 못하는가? 게으름을 버리지 못하는
가?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새벽기도 훈련은 그것을 기꺼
이 버릴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다. 철저히 버
릴 줄 알고, 즐거움을 유보할 줄 아는 것. 새벽
기도 훈련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기 위해
서 얼마든지 그것보다 열등한 가치에 있는 것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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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포기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사전 결정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
새벽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미리 결정하는
법을 체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강하다. 언제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문제는 매
우 중요하다. 강력한 유혹의 순간에 내리는 결
정은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중요한 문제는 아무 문제도 없을 때 미리 결
정해두어야 한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사안도 아무런 감정적 동요가 없을 때, 아직까
지 결혼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나이에 미
리 결정해두어야 할 중대 전제이다. 그래야 차
후 교제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사랑과
결혼에 관한 결정도 상대가 없을 때 내려 놓아
야 한다.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
대를 만나 벌써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자. 그
러면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말
씀까지 무시해가며 하는 소리가 무었인가? “사
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유혹의 한복판에서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그
런 결정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3. 새벽 예배자는 마귀의 유혹을 제압하
고 올바른 가치관을 붙든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중요한
가치들를 빼앗으려고 시도한다. 마태복음 4장
도 마귀가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좋은 가
치들을 세상의 가치로 뒤바꿔 버리기 위해 벌
인 도전이었다. 사실 예수께서 당하신 시험은
우리도 당하는 시험이다. 결국 시험이라는 것
은 가치의 싸움이다. 기도생활, 특별히 새벽기
도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를 보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잘못된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악한 마
귀의 가치에 대응하는 새벽기도의 능력 세 가

지를 살펴보자.

의심이 아닌 믿음을 붙든다
믿음이란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에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
하는 행위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새 자꾸만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한다.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항상 겸손하려
고 애쓰면 결코 손해 보는 일이 없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
손히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한다. 과시가
아닌 영광을 돌리려 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
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악한 마귀의 유혹을 예배로 이긴다

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 반응
이 믿음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닥쳐오는 일
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장차 병들고 죽는다. 그것을 믿
음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지 않고 고난이
모두 악이라고 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은 마귀가 던져주는 왜곡된 메시지라는 것이
다. 마귀는 평탄할 때는 평탄한 대로 의심을 심
어주고, 험난할 때는 험난한 대로 의심을 던져
준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든지 의심하지 않
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
다. 떡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
가?(마 4:3) 새벽기도로 무장된 사람은 선택
의 순간, 떡에 쏠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끌
리는 구심력(求心力)을 갖게 된다. 기도는 유
혹을 제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굳센 능력을
심어준다.

유명함이 아닌 겸손함을 붙든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항상 과시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자 한다(마 4:5-6). 그러나 새벽기
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습이 다르다. 기
도가 무엇인가? 기도란 자기를 부인하는 동시

마귀는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며 자
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
한다(마 4:7-8). 마지막 단계의 시험은 누구에
게나 다 똑같다. 그것은 예배인지 세상인지 선
택하라는 유혹이다. 그 유혹은 모두 다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다.
높아지든 낮아지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배
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이며 예배의 성공은 인
생의 성공이다.

4. 새벽 무릎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대
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매를 강조한다.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부
터 온갖 좋은 것을 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
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통로로서 기도
를 붙들어야 한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
응답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께 구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체
험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음 사실
을 기억해야 한다.

그릇을 준비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확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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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
은 말씀 자체가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
는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
을 많이 품고, 많이 듣고, 그것을 약속으로 붙
들면 그것이 그릇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고 사명을 자각하게 만드는 그릇들을 부단히
준비하기 바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
들을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많은 그
릇을 준비하라.

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사역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한국 교회의 축복은 분명히 새벽기도이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전통들이다. 하나님은
이 민족의 새벽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새벽
기도는 민족의 영광을 깨울 것이다.
정리: 금동욱기자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에게 준비된 그릇을 채워지도록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을 놓
은 다음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께서 그 문제를 풀어 주신다. 채워 주신다. 무
한대로 채워 주신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체험하는 인
생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나온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릇을 가지고 나온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되도록 많이 기도하라
풍성한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기
도한 사람이다. 많이 기대하고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붙들고 나간 사람만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작
게 제한하지 말라. 한 사람의 능력 있는 기도
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일천 명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기도의 능력은 그만큼 엄청난 것이다. 하
나님의 능력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다.

맺는 글 -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하더라 (행 12:5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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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예배 4

참된 예배의 회복

마

이크 필라바치(Mike Pilavachi) 목사는 영
국 런던에 있는 왓포드 소울서바이버교회
의 담임목사이다.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
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 1993년 1,800여 명으로
시작한 소울서바이벌 축제(Soul Survivor Festival)는 점점 활성화되어 지금은 매년 2만 명이 넘
는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큰 프로젝트가 되었으
며 그 기반 위에 지금의 교회를 세웠다. 소울서
바이버의 사역은 영국을 넘어서 세계의 교회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는 ‘하
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원제-For the Audience of One: Worshiping the One and Only in
Everything You Do)에서 예배는 우리가 지켜야
할 최우선 순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라고 강조한다. (편집자 주)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동적인 일
들이 일어난다.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about
God)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for God) 것이
고, 하나님께(to God) 드리는 것이다. 그러
나 경이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
고’(give) 할 때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
복을 ‘받게 된다’(receive)는 것이다. 에베소
서 5장의 말씀은 예배의 마음을 가장 가깝게
대변하고 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
라’(엡 5:10).
‘예배의 마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 마음가짐, 삶의 방식
이 무엇인지 찾아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다. 즉,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말한다. 예배란 우
리가 하나님께 깊은 인상을 남기려 하거나 하
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
님 앞에서 진정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서는 기
회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변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예배는 좀 더 화

려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으
며, 많은 회중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맞추느
라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극장에 가는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요즘 우리가 드
리는 예배에 대해 생각하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성도들 사이에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을 습관처럼 주고받지는 않는가?
예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본연의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깨어 있는 예배 인도자가 되라
예배 인도자가 먼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
에서 자연스러워야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
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도자는 또한 다
른 사람들이 예배 인도자가 이끄는 예배를 따
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배
인도자는 예배를 준비하기 전, 하나님께서 교
회나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
엇인가,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눌 만한 성도들의
문제는 없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회개와
책망 그리고 조화와 갈등의 문제는 예배 인도
자가 예배를 인도하며 함께 묵상해야 할 주제
중 하나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께 우리의 삶뿐 아니라 걱정거리, 불안, 기쁨,
찬양 의문점들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만일 예
배가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
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의 간구로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 예배에는 문
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분께 전적으로 솔직하지 않을 때
가 있다.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예배시간에 밝
고 생기 넘치는 찬양으로 주중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으려고 애쓰는 죄를 범한다. 이런 예
배는 잘못된 예배이다. 피곤한 감정을 억누르
고 행복한 느낌을 표현한 대여섯 곡의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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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이고 반복해서 부르며 자신의 기운을 북
돋우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서는 안 된다. 시편 42편은 비참한 지경에 빠진
시인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
으로, 종일토록 흘리는 눈물로 표현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시 42:12).
그러나 이와 같이 마지막 절은 ‘하나님을 찬
양’함으로 끝맺는다. 흔히 우리는 교회에서 기
쁨의 운율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슬픔을 표현하는 일에는 서툴다. 따라서 예
배 인도자는 예배를 인도하기 며칠 전부터 지
속적으로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어
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예
언적인 질문을 드려야만 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예배를 지속시켜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
내지 않고 지내다가 주일에 갑자기 하나님과
의 관계 스위치를 올리고 불이 켜지기를 바란
다면 잘못이다.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한다면, 주중에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도 없
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 아침에 갑자기 하
나님과의 관계를 가동시키는 버튼을 힘껏 누
른다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당
연하다. 일주일에 단 한 번 1시간 정도 하나님
과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는 것으로 그분과 탄
탄하고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
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다. 예배와 예배를 둘러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기 스위치처럼 우리 마음대로 켰다가 끌 수
없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
님께 예배를 드리며,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
씀을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지 주일 아침
에만 사람들과 교회에 모인다면, 그곳에는 공
허한 빈말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예배가 겉으
로는 아무 문제없이 은혜롭고 충만한 상태라
고 해도, 그 마음에 죄를 숨기고 있다면 이는
예배를 방해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
는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습관적인 죄에 빠져
지내다가 교회에 나와 그 문제를 덮어두고 하
나님께 곧장 나아가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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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의 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라
예전(禮典)은 중요하다. 이는 어떤 교단의
전통적인 예배형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 어떤 것을 보여 주고 말하기 위
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구조를 말한다. 예배자
는 모든 예배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이며 예배의 핵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아야 한다.
‘기름 부으심’(Anointed)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메시아’(Messiah)에 해당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신약성경의 ‘그리스
도’(Christ)라는 헬라어 단어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기름 부
음을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의 어떤 것, 그리
스도의 어떤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배시에 예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의 영광, 성령의 역사를 느낄 때 기름 부음이
임했음을 알게 된다. 주위에 기름 부음이 임할
때는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게 되며, 우리가 알
지 못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
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해야 할 내용이
다. 그렇다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방
법은 무엇인가? 기름 부으심은 회중이 하나님
께 예배와 그들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
간절한 열망으로 함께 모일 때 임하여 예배 가
운데 특별한 일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예배
에 기름을 부으며 임하시는 것은 회중의 마음
이 준비되었을 때이므로 따라서 하나님의 임
재하심을 바라며 기대하는 마음, 예배와 그 모
든 것을 드리려고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구원의 감격과 경이감을 회복하라
우리의 예배가 활기를 잃어가는 또 다른 이
유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경이감을 잃
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
는지 잊게 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물 새듯
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 용서의 의미를 깨닫
게 된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반응은 엄청
나게 달라진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죄 사함의 감격을 쉽게 잊으며, 우리 자신이 그
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말하
면서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

서해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면 다
시금 구원에 대한 경이와 감격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것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 이
스라엘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흔치 않
았던 시대가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나 임재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조용한
기간을 보낼 때가 있다.
사무엘상1-3장은 당시의 성전의 상황을 설
명하고 있다. 그는 엘리 제사장(그는 어리석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으며, 의자에 앉아 있
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밑
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을 뿐 아니라 혐오스
러울 만큼 부패하고 썩은 제도권(삼상 2:12에
서 엘리의 두 아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며 그
들이 ‘주를 알지 못하더라’로 기록하고 있으며
2장 전체에서 그 당시의 부패상이 자세히 기록
됨)에 속해 있었다. 그때 사무엘은 무엇을 했
는가? 여전히 그곳에 머물렀다. 사무엘의 상황
이 나아지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렸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그 기간 내내 충성스럽고 거룩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 마침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삼
상 3:10)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 당겨야 하는가? 감사하게도 그
것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우
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
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
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친
히 교회와 개인과 우리의 관계에 불어넣어주
시는 엄청난 축복을 놓치게 될 것이다.

구령(救靈)에 힘쓰며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라
우리가 잃은 양을 찾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를 잃게 될 것이다. 예배를 끌어올리는 가
장 좋은 방법은 열매가 있는 구령(soul winning, ‘영을 이겨 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영을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으로 이끌어 오는 것을 말

함) 사역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 이웃에게 우리의 언어와 삶으로 예수님
을 선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더 충만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언행의 균형이 없는 문제, 더 나아가 사회 정
의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직접 참여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도 문제가 생
긴다. 상처 입고, 아파하며, 가난하고, 불행하
며,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5장에
서 “나는 너희의 명절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노
라. 나는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
지 아니하리라⋯너는 내 앞에서 네 노래들의
소음을 치우라. 이는 내가 네 비올의 가락도 듣
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공의는 물같이, 의는
큰 시내같이 흐를지니라.”(21,23,24절)라고 말
씀하셨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 요소가 없
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
의 수준에서 한참 먼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인 토저(A.W. Tozer)의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요약하는 것으로 그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
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신(神)들을
예배하게 된다.”
- 정리: 김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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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 힘

김연실 집사

새벽에 찾아오신 주님

새

벽기도가 내 삶의 의미가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2005년 세례를 앞둔
일주일 전, 금요 예배에 갔다가 성경책을 두고
오자 결혼 선물로 받은 뜻깊은 성경이라 조바
심을 내고 토요일 새벽 예배를 가게 되었다. 누
군가 따로 보관하고 있을 거라 믿었는데 성경
은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
날 새벽 예배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세례 전 일주일을 새벽 예배를 섬기기
로 마음 먹고 월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지
금 생각해 보면, 일주일 내내 눈물을 쏟았던 것
같다. 정말 꺼이꺼이 울었다. 내 평생의 아픔을
울음으로 쏟아내고 있었다. 주님이 찾아오셨
고, 그 울었던 시간 내내 늘 주님이 계셨다. 어
려서부터 가슴에 응어리진 것부터 대학 졸업
후 예배를 등지고 살았던 일의 회개, 그리고 바
로 얼마 전까지의 아픔까지 모두 쓸어내려 주
신 분이 바로 그 자리의 주님이셨다.
그날 이후, 한국에 친정이 있던 나는 새벽
마다 친정 가는 느낌으로 정말 기쁘게 일어났
다. 예배당에 들어서면 느껴지는 따스함. 앉아
서 눈을 감으면 마음속으로 제일 먼저 하는 말,
‘저 왔어요. 아버지!’ 그러면 늘 주루룩 흐르는
눈물. 세례 후에도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잊
지 못해 난 늘 새벽전을 찾는다.

엄마와 손 잡고 다니던 교회
어려서부터 엄마 손 잡고 교회를 다니던 나
는 아버지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주일이면 친구 집 간다고 하고 엄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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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만나 교회에 가고, 아버지 몰래 성경공
부를 해야 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 들키면 그
책도 아버지는 태워 버리셨고, 저녁 예배를 갔
다 오는 길이면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안 오셨
으면 하고 바라며 집에 오곤 했다. 아버지의 박
해에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으시던 엄마! 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엄마를 보며 난 꼭 믿
는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대학교 1학년 때 엄마는 혈압으로
쓰러지셨다. 지금 생각해도 엄마의 병수발은
쉽지 않은 것이었다. 지금도 찜통더위가 느껴
질 때면 여름방학 내내 찌는 더위 속에 한약을
다리며 약탕기와 하루종일 씨름했던 그 부엌
이 생각난다. 그 좋다는 대학 시절 고스란히 엄
마의 병수발로 보냈지만 보람도 없이 엄마는 4
학년 졸업 시험 중에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엄
마의 장례를 치르러 오신 교회 분들을, 엄마 제
사를 지내시겠다며 다 쫓아 보내셨고 비석에
는 ‘儒人 최경현의 묘’라고 새기셨다.
엄마 병 간호와 더불어 집안 살림과 아르바
이트에 지친 나는 엄마의 사망진단서를 들고
시험을 보러 다니면서 가혹한 하나님을 느끼
며 그 후로 예배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
만 어려서 하나님을 믿었던 체험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결혼 후 이 험한 세상, 내가 아
이들의 평생을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
고 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시던 돌아가신
엄마의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 마음이 헤
아려지자 내 아이들은 나와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
기게 되었다.

아이들을 위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던 중 아
무 의지할 곳 없는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은 다
시 나를 찾아오셨다. 늘 기도하시던 엄마, 이
순간을 위함이 아니었을까.

아버지의 극적인 회심
오랜 세월 엄마의 제사를 지내오시던 아버
지를 두고 새벽마다 기도했을 때 가로로 저어
지는 나의 고개는 아버지 구원에 대한 확신 없
음에 표현인 것 같아 늘 괴로웠다. 하루는 천
국 소망 한번 바라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시
면 어떡하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한번 큰
용기를 내어 전화로 말씀을 드렸다. “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80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의지
하실 분은 하나님 밖에 안계세요.” 아니나 다
를까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아버지의 벽력 같
은 소리가 이어졌다. 팔십 평생 지녀오신 신념
이 쉬 깨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엄마도
못 바꾸셨는데⋯⋯
그런데 기도는 내가 했지만, 부족한 입술 짧
은 말은 내가 했지만, 이루시는 이는 성령이셨
다. 갑자기 아버지로 하여금 바로 윗층에 장
로님과 권사님이 사시는 집으로 이사하게 하
셨고, 매 주일이면 벨을 누르고 기다리시면서
섬겨 주시는 그분들의 전도로 작년 부활절 아
버지는 세례에까지 이르셨다. 놀라운 하나님
의 역사였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
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듣고 싶어 하셨던 기도
가 바로 그 기도였던 것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을 영접하신 아버지는 그로부터 2달 후 치매가
오셨다. 치매 오기 두 달 전의 세례라니⋯ 그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셨다. 수요예
배, 금요예배까지 모두 다니시던 아버지, 무엇
이 급하셨는지 교회 두 군데 다니면 안 되냐며
조바심을 내셨다.
올 4월 아버지는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 아
버지 영정 앞에 섰을 때 다가왔던 첫 느낌! ‘천
국 가셨네 우리 아버지!’ 감사해서 더 눈물이
났다. 사진 속에서 멀리 있는 막내딸을 보고 싶

어 하시던 아버지의 아쉬움, 반가움, 섭섭함이
절절하게 전달되어 왔다. 미국에 모시지 못했
던 나의 허물은 덮으시고 웃음 띤 얼굴로 돌아
가신 아버지, 무엇을 보시고 웃으셨을까. 천국
을 보셨던 건 아닐까? 엄마 장례에는 교인들을
다 쫓아 보내셨던 아버지⋯ 목사님의 주관 아
래 장례절차를 치르고 계셨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의 힘이 절감되던 순간이었다. 장례
식 후,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교회를 방문하여
아버지께서 늘 예배보시던 그 자리에 3남매가
앉아 주일 예배를 보며 느꼈던 또 하나의 사실
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 기도하게 하신
이조차도 하나님이시었다는 것, 그 감격 또한
적지 않은 것이었다.

오늘도 친정에 갑니다
간절함이 묻은 그 어떤 기도보다 강하지 않
은 기도로 늘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인데, 하나
님께서는 내 기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급하
신 기도부터 들어주셨나 보다. 아버지에게 시
간이 없으시기에 간절한 다른 기도보다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나 보다. 아직도 장례식
에서 부르던 찬송가가 나오면 새벽전에 아직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나는 기쁘다. 천국 계신
아버지, 엄마를 생각하면.
기도는 아름다운 일이다. 이루실 이가 하나
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의 작은 신
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는
순서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
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나는
기쁘다. 진정한 아버지를 매일 주의 전에서 뵙
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시고 나를 아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어 매일 매일 새벽 예
배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가볍다.
오늘도 나는 어스름한 새벽에 나의 아버지
를 만나러 친정에 간다.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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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아일랜드 여행기

김지홍 기자

색다른 바다 여행

Port Jefferson 보트 낚시

평

소에 해변에 갈 기회는 많지만 배를 타
고 바다로 나갈 기회는 그다지 흔하지
않다. Celtic Quest Fishing은 Port Jefferson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바다 보트
낚시 회사다. 저렴한 가격은 물론, 친절한 크류
(Crew)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 티
켓은 45불이며 이 가격엔 보트 타는 값과, 미
끼, 낚싯대 대여 값까지 포함되어 있다. Port
Jefferson에 들어서자마자 주차할 곳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물론 항구에 있는 타운 주차장
을 이용해도 좋지만, Brook Haven 타운 거주
자가 아니면 주차비가 꽤 비싸서 미터 파킹이
나 스트릿 파킹을 권한다. 미터 파킹을 할 경우
시간당 50센트이며, 미터 파킹 영수증을 보트
에 가지고 오면 주차비는 배상이 된다.
주차를 마치고 배에 오르면 약 30분간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간다.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는 항해 시간도 시원한 바닷바람과 넓게 펼
쳐진 멋진 바다 풍경 앞에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정확한 목적지가 있지 않기 때문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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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배 안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더로 물고
기가 가장 많은 곳을 찾아 선다. 만약 운이 좋
으면 많이 이동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물고기를 찾아 여러 번 이동을 한다. 배가 닻
을 내리기 몇 분 전, 크류들이 미끼로 쓸 조갯
살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모두에게 나
눠 주면서, 모두의 낚시대도 점검을 해 준다.
드디어 배가 서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낚싯대들을 바다에 풀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
부터 운이 매우 좋았다. 정말 넣자마자 두 마리
돔이 한꺼번에 잡혔다. 물고기들 때문에 무거
워진 낚싯대를 거의 싸우다시피 끌어당길 때
의 흥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평소 낚시
를 가본 적이 없어 낚시에 별로 흥미가 없었지
만, 물고기를 잡자마자 낚시의 매력에 흠뻑 빠
져들고 말았다. 한 세 시간쯤 이곳저곳을 돌아
다니면서 신나게 물고기를 잡다 보면, 어느덧
육지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돌아가는 배 안
에선, 크류들이 서비스로 잡은 고기들을 무료
로 손질을 해 준다.

배 표는 4시간 낚시일 경우 45불이고, 올 데
이(all-day) 7시간 낚시일 경우엔 65불이다.
배는 하루에 3번 나가며 시간은 아침 8시, 오
후 12시, 그리고 마지막 배는 오후 4시 45분에
있다. 낚싯대와 미끼는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딱히 준비해 올 것은 없지만, 배 안의 음식은
비싸기 때문에 아이스박스에 음료수와 간식을
미리 준비해 오면 좋다. 4시 배를 탈 경우 스웨
터나 자켓을 가져오면 좋다. 날이 저물면서 바
닷바람은 매우 쌀쌀해진다. 표는 배 안에서 살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미리 사놓으면 좋다.
날씨가 안 좋을 경우 그날 배는 취소가 되며 표
는 환불이나 다른 날로 날짜를 바꿀 수가 있다.
배를 타기 전, 그날의 바다 상황을 미리 알아보
고 파도가 심한 날에는 배멀미 약을 미리 복용
해 두는 것도 좋다.

주소: 118 West Broadway Port Jefferson, NY 11777
가는 길: 맨하탄 쪽에서 올 경우 LIE exit
62N via Nichols Road로 나와서 Nichols
Road North를 계속 타고 가다가 끝에서 25A
로 우회전을 한다. 25A를 타고 3마일쯤 가다
보면 Port Jefferson 타운 사인을 보게 되고
그 사인을 지나쳐 첫 번째 신호등을 지나치면
Port Jefferson Town Marina라는 큰 타운
주차장이 왼쪽에 보인다. 그 주차장 끝 쪽에
Celtic Quest 배가 있다.
웹사이트: www.celticquestfish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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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의 묵상

박소나 기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
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
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사 26:3-4)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him whose
mind is steadfast, because he trusts in you.
Trust in the Lord forever, for the Lord, the
Lord, is the Rock eternal.
(Isaiah 26:3-4)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할 것입니
다. 반면 지금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
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
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풀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 여호와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나의 것을 내려
놓고 그분만을 영원히 신뢰할 때 주께서 친히 일하실 것이며, 그 증
표로 우리는 ‘완벽한 평강’(perfect peace)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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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만평

김재현 선교사(www.ukraine.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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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혼의 선율

찬송가 94장 (통일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가는 빌리그래함 전도단의 찬
양 사역자 조지 비벌리 쉐아(George
Beverly Shea, 1909-)가 작곡한 찬송이다.
작사 작곡자인 조지는 캐나다에서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가 섬기는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며 신앙
을 키웠다. 1928년,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생계가 어려워 대학을 중퇴한 조지는 방송국
에 나가 노래하는 게 소원이었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를 준비하던 그는 어머니의 피아노
위에서 우연히 시카고 나사렛 감리교 목사 부
인 레아(Mrs. Rhea F. miller) 여사가 1922
년에 쓴 시를 발견하였다.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고 생활이 어려울 때면 꺼내 읽던 시였
다. 이 시를 발견한 그는 번개같이 영감이 떠
올라 즉시 피아노 앞에 앉아 멜로디를 작곡하였다. 조지의 나이 21살 때였다. 이 찬송은 그
날 처음으로 교회에서 불려진 후 그의 신앙적인 결단의 찬송이 되었다. 고대하던 방송국에
서 정규 방송 프로그램에 출현 요청이 왔지만, 대중가요를 불러 큰 돈을 버는 것보다, 가사
그대로 예수를 소유하기로 결심한 그는 정중하게 이를 사양하고, 빌리 그래함 전도단에 들
어가 평생을 복음전도대회에 헌신하였다.
이 찬송은 1973년 5월 30일, 세계 선교집회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던,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 이후 누군가에 의해 번역되어 애창되다가 <통일 찬송가 1983> 102장에 처
음으로 채택되었다.
그는 나중에 ‘Songs that lift the heart’라는 자서전을 집필했고, 현재도 웹사이트 youtube로 가서 George Beverly shea를 검색하면 98세의 그가 찬양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젊었을 때 진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I’d rather have Jesus”(주 예수보
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들을 수 있다.
<찬송가 전곡 완전해설> 중에서
정리: 박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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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합니다

고운숙 권사

아름다운 예배의 시작,

‘수요 여성예배’
오

늘도 김 집사님은 예외 없이 아침 6시 30
분에 일어난다.
세 아이들의 등교 준비, 남편의 출근 뒷바라
지로 두어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간다. 그들이
학교로, 직장으로 집을 나선 후엔 집안 정리,
그리고 그날 하루의 할 일들을 머릿속에 계획
하며 곧바로 교회로 갈 차비를 한다. 9월부터
시작하는 ‘수요 여성예배’ 준비를 위해 찬양팀
에서 연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숨 돌릴 사이도 없이 분주히 돌아
가는 나날이지만 운전대를 잡은 김 집사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저절로 찬양이 나
오게 마련이다.
‘수요 여성예배’는 김 집사님처럼 가사와 자
녀교육 또는 직장일 등으로 말 그대로 하루 24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
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케 되
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열망으로 맺
어진 열매입니다.
성경 속의 현숙한 여인상은 변함 없는 진리
로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항상 남편을 선으로 보필하
며 남편은 그를 신뢰하며 그는 가사를 부지런
히 돌보아 집안을 융성케 하며 집안 식구들을
따뜻이 챙겨주고 궁핍한 자에게는 관대한 손
을 내밀며 지혜와 덕을 베푸는 본을 보이며 능
력과 존귀함으로 자신을 꾸미며 행복한 미래
를 준비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
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

이라’(잠 31:30).
또한 우리가 사는 현대는 이 땅에 하나님
의 나라를 확장, 구현하기 위하여 전도와 선
교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요청되
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수요 여성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33

제 2기 제자훈련을 마치며 ①

김성희 집사

진정한 제자의 길

자

의 반 타의 반에 의해 시작한 제자훈련

추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빛은 늘 그동안 모

이 어느새 26주라는 시간이 흐르고 또

든 기회에서 제 자신을 스스로 제외시켜 왔던

이렇게 제 입으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저의 그 모습이 바로 교만이었음을 보게 해 주

것이 좀처럼 믿기지 않습니다. 처음 32주나 되

셨습니다.

는 제자훈련을 권고받았을 때에는, 내가 과연
몇 주나 버틸 수 있을까 싶었을 뿐더러 이렇게

하지만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날수록 제 스스

나 자신이 변화되고 있으리라는 것은 더더욱

로 부족하기만 한 저의 속모습을 마주보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 과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루 일

이끌어 빛을 비추신 하나님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래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 안에 있었고,
그야말로 허우대로는 어디로 보아도 빠져 보
이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었습니
다. 사실 겉모습뿐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도 역
시 그렇게 적당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큰
죄 짓지 않고 세상일 하며 사는 것이 부족하다
고 느끼질 못했습니다. 제가 만일 이제 막 교
회를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였거나, 아니면 해

과를 되돌아보며, 나의 기도를 되짚어 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 하나하나⋯ 모두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마치 죄 앞에서 눈을 가리고 살았던 것
처럼 어느 때부턴가 저의 눈에 너무나도 많은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깨닫게 되며 마
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
씀을 더욱 깊이 배우고 나면 더욱 큰 사랑을 받
고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는 우울
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마침내 해답을 찾기까지

결받지 못한 궁금증이나 문제로 인해 괴로워
하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어쩌면 저

하지만 솔직한 속마음들을 털어놓으며 진지

는 더욱 빨리 교역자분들이나 다른 교우분들

하게 토론하는 팀원들 속에서 처음에 있던 거

눈에 쉽게 띄어 어떤 양육 프로그램에라도 들

리감은 오간 데 없이 사라지고, 저는 누구에게

어가게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도 해보지 않았던 제 맘 속의 이야기들을 스스

제 와 생각하니 저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잘

럼없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

보이지 않는 작은 그림자 속에 감추어져 있었

주 이어지는 주제별 강의와 토론은 저에게 조

고 그런 저를 하나님은 이끌어내시어 빛을 비

금씩 엉켜 버린 것 같던 죄의식과 우울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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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제게 두려움 없이 더
욱 다가오기를 바라셨고, 더욱 의지하기를 원
하시며 두 팔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쩌
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모두 헤아려 주시는 주
님은 저를 이끌어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저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그의 진리를 이제는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리고 이제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저의 삶
속에서 때에 따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
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해답을 주기 시작했고 마침내 제게 값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까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인
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이미 그것은 그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인해 모두 해결되었고 의롭
다 칭함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제게는 너무도
큰 위안이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저를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늘 지
켜주시며, 혹 넘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늘 저를 돕고 계
시어 두려울 것이 없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
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
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
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
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1-12).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었고 무엇으로도 해결받지 못했던
저의 미래이며 희망이셨습니다. 그것을 깨우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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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집사

경건의 훈련, 생명의 약속

운

동을 좋아하는 제가 정말 열심히 매일
운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규칙
적으로 하니 하루가 다르게 성과가 나타났습
니다. ‘아하! 이래서 운동이 좋은 거구나,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어느 날 성경구
절 하나가 저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딤전 4:8).
내가 만족스럽게 여기는 이 운동의 유익이
‘약간’의 유익밖에 안된다니⋯. 운동을 하면서
도 저는 나름대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
고 있었기에, 육체의 운동을 훨씬 능가하는 경
건훈련의 이익이라 함이 충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더 좋을까? 내가 무
엇을 놓치고 있나? 내가 하는 이것이 경건훈
련인가, 아니면 그냥 시늉에 불과한가? 이러
한 생각들이 이번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한 계
기가 되었습니다. 성경공부 말고, ‘진짜 훈련’
을 받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제
자훈련을 몇 번 시작한 적이 있었지만, 한번
도 끝까지 가 보지를 못하고 항상 중간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 영혼의 운동을 충실히 해보
자, 인도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 보자⋯ 그렇
게 해서 작년 10월 알파코스를 마치자마자 김
성희 목사님 인도 하에 수요일 밤 반에 들어가
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을 깨우다
제자훈련 초반에 ‘아침 묵상’에 대한 도전
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왔습니다. 아침 잠이 많
아 샌드위치 하나 쌀 시간도 없이 허겁지겁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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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는 저는, 말씀 읽기-묵상-기도를 밤에 자
기 전에 했습니다. ‘꼭 아침에만 해야 하나, 내
가 좋은 시간에 하기만 하면 되지’ 라고 간단
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50장을 읽으면서,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알아
듣게 하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박힙니다. 하나
님이 깨우시는 아침은 특별할 것이 분명했고,
더구나 잘 알아듣게 가르쳐 주신다는 내면의
뜻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
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한 번
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주어진다’라
는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 ‘아침’에 대한 권고
도 같은 방법으로 제에게 세 번 주어졌습니다.
‘아침’이 왜 특별할까⋯ 곰곰히 생각하고 있을
때, 금요 예배에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하
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경 된 우리
가 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어어야 한다⋯ 이
것이 두 번째 권고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
회 도서실에서 빌려온 책 안에서 다시, ‘아침
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크리스천의 의무이
다’라는 강한 권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렇
게 ‘세 번’으로 주어지는 말씀은 저의 막연함
을 일시에 제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강한 확신이 저를 복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의 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
기로 작정하고 테이블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
다. 평생 아침형 인간과는 거리가 먼 나에게
샤워실로 향하는 순간은 고통입니다. 한 시간
이 숱하게 반으로 뚝 짤려, 30분이 되기도 하
고, 20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
련’은 유익한지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까지 해옵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음으로 저의 하루가 훨씬
말씀에 충실한 삶이 됨을 봅니다. 충분하지 않
은 시간에 잡은 말씀은 당연히 충분히 깨달아
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생각
이 하루 종일 저를 붙잡는 걸 느낍니다. 걷기는
걷는데, 마치 하나님께 ‘상투’를 붙잡힌 것처
럼 말씀이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습니다. 잊었
다가도 생각나고,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
니다. 납득이 안되는 것은 대부분이 밤에 다시
한 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풀립니다. 그래
도 남는 의문은 수요일 제자훈련 시간에 목사
님과 성도님들께 물어보고 같이 생각하면 해
결이 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한 제 질문이
신기하게 해결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기
쁩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충분한 ‘만나’로 살
았구나 하고 느끼는 날은 참 평안해서 마치 천
국에서처럼 달게 잡니다.

나눔의 유익
두 번째 제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받은 유
익은 ‘나눔’의 유익입니다. 훈련 시작하면서,
수요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에게 꼭 필요한 성도님들과 인도자를 저에게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처음 간 날, 너무나 아
는 분이 없어서 무척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하
나님은 저에게 솔직하고 재미있고 눈물이 철
철 넘치는 분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안으로 감
추고 드러내기를 힘들어하는 나에게, 우리 반
의 자매님들은 정말 충격입니다. 아마 하나님
께서 너도 저렇게 편하게 내놓아라 하고 보여
주시는 듯합니다. 전 우리 그룹 안에서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배웁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저분에게 있고, 또 그분에
게 부족한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
지 않듯이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에, 적어도 제
경험 안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임
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이렇게 못나기도 예쁘
기도 한 우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
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어 마르고

딱딱한 우리 몸에 생기가 불어 넣어지면, 부숴
지고 나뉘고 다시 합쳐지는 유기적 관계를 끊
임없이 하여 살아 있는 돌이 됩니다. 나의 살
아 있는 돌은 옆의 돌들과 철커덕 붙어 연합하
여 점점 커져 거대한 교회가 되고, 그 머리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 비밀이 놀랍습니다.

이제 저희 훈련은 종착지점에 이르렀습니
다. 지금은 숨막히게 더운 2010년의 여름, 성
경구절 허겁지겁 외우며 숨차게 달려왔던 우
리의 작은 마라톤이 드디어 끝나고 우리는 모
두 빛나는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 아시고 저도 알듯이 이 훈련은 시작은 있되
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 몸에 익숙해진 경
건의 훈련이 저희들의 남은 삶 동안 평생 계속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면에서의
유익’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글 첫 부분에 인용했
던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마
무리가 됩니다.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 것을 성령님께 간구드리며, 이 길
에 길잡이가 되어주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인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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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집사

제자훈련을 마치며

아

름다웠던 알파코스를 마치고 이제 좀 푹
쉬려는 제게, 김정준 목사님은 다가오
셨습니다. “윤 집사님, 제자훈련 등록하셨습
니까?”
매주 성경구절 암송, 교재 예습, QT 나눔,
설교요약 등 훈련이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정
보를 사전에 입수한 저는, 처음에는 “아, 예,
생각 좀 해보고요~”라며 피하였습니다. 그러
나 재차 물으시던 목사님께 저는 어찌 좀 빠져
보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실, 저희 아이가 저를 위해 4시까지 교
회에서 남아 기다리기엔 좀⋯” 그러자 목사님
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 잘됐네요, 이번에
특별히 교회에서 제자훈련생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 Awanna 시간대를 변경했습니다. 제
자훈련과 같은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제자훈련에 등록하
게 된 저,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국방부 시
계는 꺼꾸로 매달아도 간다’는 만고불변의 진
리를 가슴에 품고 제2의 영적훈련소로 입소하
게 되었습니다.

1. 영적인 터 다지기
드디어 제자훈련 시작! 첫 주 같은 반 10
명의 신입훈련생들은 서로 조잘댑니다. 고향
이 어딘지(즉, 이전 알파코스 출신 반이 어딘
지), 누가 우리반 훈련교관으로 올지, 제자훈
련 훈련소 선배들이 전하던 훈련소 군기는 어
떤지⋯
바로 그때, 누군가 저 멀리서 걸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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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 같은 긴 기타를 매고 나타난 김정준 목사
님. 왠지 모르게 제자훈련이 잘될 것 같은 기
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자훈련 1과정인 ‘영적인 터 다지기’
가 시작되었습니다. 훈련교관이 내린 첫 번째
미션은 훈련생들 각자 종이 한 장에 삶의 간
증을 적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매주
한 분씩 돌아가며 나누던 간증의 시간들은 어
느덧 저희 제자반 훈련생들간의 서먹함을 없
애 주었습니다. 또한 그 시간들은 저희 제자반
한 분 한 분의 지난 삶들 속에 살아 역사하셨
던 하나님을 깊이 느끼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차츰 저희 제
자반 한 분 한 분이 그저 교우수첩 속의 사진
으로만 아는 집사님들이 아닌, 제 마음 한 켠
에 함께 숨쉬는 신앙의 동역자들로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훈련소에 적응이 되어 갈 무
렵 교역자들도 두려워한다던 기말고사가 닥쳐
왔습니다. “여보, 다 외웠어?” 왠지 미심쩍어
하는 아내의 눈빛에 “물론!” 하지만 벼락치기
의 달인인 제게 12개의 성경구절 암송은 너무
나 혹독했습니다. 글자 하나만 틀린 것이 7개!
(첫 시험 때는 Maximum 시험 벌금 30불 제
도가 없었음)
시험이 끝난 후에 누군가 얘기합니다. ‘선택
과 집중!’ ‘구절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그 구
절만 암기하여 쓰는 것이 벌금을 적게 내는 비
법’이라고. 차기 제자훈련 3기분들께 말씀드
립니다. “선택과 집중!”

2.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기말고사 후 어느덧 달콤한 2주간의 휴가
가 지나고 제자훈련 2과정 ‘아무도 흔들 수 없
는 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은
신앙의 핵심인 조직신학을 배우는 것이었습니
다. 고등부 때 주석성경을 보았고, 대학 및 청
년부 때 선교훈련을 받았으며, 여러 선교지들
을 두루 다녔고, 아내의 Press로 성경도 여러
번 통독했다며 제 마음 속에는 늘 자만이 있었
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제게 신선한 깨달음
과 가르침을 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
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며 성부 하나님의 선
택 사역,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 성령 하나
님의 구원 사역들을 보다 논리적으로 배웠기
에 저의 교리적인 부분에 새로운 체계를 잡게
된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열심히 공부한 2과정이 끝나갈 즈음,
제자훈련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와 나눔,
게임과 다과 속에서 이미 하나가 되어 버린 우
리 반⋯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저 함께 있어 행
복했던 그 옛날 고등학교 시절처럼 웃고 즐기
고 재잘대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반과
함께 밤을 지샜던 Lock-In, 비록 제가 결혼하
고 처음으로 아내와 떨어져서 하룻밤을 보내
게 만들었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의 다채로웠
던 인생 여정을 긴긴밤 함께 듣고 가슴 가득 위
로하는 시간이었기에 너무나 은혜롭고 참 의
미가 있었습니다.

3. 작은 예수가 되라
제자훈련 마지막 3과정은 ‘작은 예수가 되
라’라는 주제로 생활숙제가 중심인 과정이었
습니다. 생활숙제 첫 번째는 아내의 발을 씻겨
주기였습니다. 한 주 내내 눈치를 보다가 아내
에게 드디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냈습니다, “여
보, 오늘 당신 발 좀 씻어줄까?” 그러자 아내는
“나, 좀 전에 목욕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발만 좀 안 될까?” 어떻게든 설득해 보

려는 제게 아내는 또다시 대답합니다. “안 돼”.
결국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발 안
씻기고 가면 제자반에서 돈 내야 돼!”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진작에 얘기하지~ 얼른
씻겨.” 아내의 그 말에 그저 머리가 숙여졌습
니다. ‘평소에 좀더 잘해 줄걸’. 사랑하는 아내
를 더욱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야겠다며 다짐
을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자훈련을 마치게 되
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함께 웃고 즐기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던 목사님과 동기생들을
바라보며, 문득 ’진정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
인가’란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
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란 배우는 것이 아니
라 함께 생활하며 닮아가는 것이라고요. 우리
가 예수님의 삶을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
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번 32주간의 제자훈련
기간은 저에게 목사님과 동기생분들 안의 예
수님들을 만나고 그 예수님들과 함께 삶을 나
누며 닮아갔던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
다. 그러기에 이 제자훈련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드
리고, 또 저희 제자반 모든 분들(김정준 목사
님, 김낙현 집사님, 김윤동 집사님, 신용철 집
사님, 이근배 집사님, 임종철 집사님, 장태영
집사님, 최상술 집사님, 홍동수 집사님)께 진
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의 제자훈련 간증을 마
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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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행사

유정인 집사

교육관을 위한

20

아름다운 바자회

10년을 맞이한 것이 어제 같은데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어느새 9월⋯. 가을
의 문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은 VBS와 여름캠프로
올 여름도 기쁘고 신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름다운교회에는 그동안 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교육관 건축이 교육관 구입으로 응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는 상상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실체로 드러내시는 그분의 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릴 뿐
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갈 터전이 될 이 Vision Center를 최선을 다해 가꾸
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안수집사회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행사 중 하나인 ‘교육관을 위한 아름다운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이번 바자회는 9월 25
일 토요일, 26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열립니다. 올 가을에 있을 이 바자회가 더욱 뜻깊은 것
은 그동안 온 성도의 수고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권사회에서 일찌감치 준비하
신 밑반찬을 시작으로, 권사님들
의 맛의 비법을 전수하여 만드는
아름다운교회의 자랑인 만두는
바자회 두 주 전부터 판매 예정이
고 역시 엄마 손맛이 담긴 김치도
바자회 기간 동안 판매할 것입니
다. 예년과 다름없이 오직 아름다
운 바자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각
선교회가 준비한 다양한 메뉴들
을 비롯해서 쌀, 과일, 농산물 외
여러 가지 식품들을 시장보다 저
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입니다.
올해 역시 매년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인 ‘신초이 패션’과 Craft 반의 예쁜 Jewelry가 빠지지 않
을 것이고, Morning Glory의 학용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방진
료코너가 마련될 계획이어서 기대가 되고, EM, 청년부, 중고등부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바자
회가 진행되는 동안 볼거리도 풍성해서 서예반의 사군자 전시, 어린 자녀들을 위한 풍선 Craft
와 Face Painting, Magic Show, Talent show, 그리고 Jazz 공연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모
두 오셔서 아름다운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연합의 기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키워낼 Vision Center와 그 안에서 준비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하는 아름다운 바자회에 시간을 드려 각자 가진 은사로, 또는 재정적으로 섬기
시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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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Summer Camp

‘아름다운 썸머 캠프’ 디렉터 허정화 집사

2010

‘아름다운 썸머 캠프’를 마감하며

올

여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200여 명의 아이들이 재미있고 알찬 여름방학을 보냈습니다. 매
일 아침 주님께 드리는 흥겨운 찬양과 율동, 목사님들의 말씀, 새 학년을 준비하는 공부시간
과 오후의 게임, Arts and Craft, 드럼, 기타, 춤, 검도, 태권도 등으로 꽉 찬 하루하루를 보낸 6주간
의 썸머 캠프는 짧게만 느껴집니다.
또 자원봉사 어머니들의 맛있고 정성 가득한 점심에 우리 아이들은 실망한 적이 없지요. ‘아름다
운 썸머 캠프’에서 만난 친 누나, 오빠 같은 선생님들과 새로 사귄 친구들과의 2010년 여름은 정말
잊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썸머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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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우리 1학년 Campers

오늘은 신나는 운동회
신나는 운동회 날 백군 이겨라!

공부 하다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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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기타를...

어머니들(맛있는 점심 감사합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Art를 담당해 주신 Jeanine 선생님

장난꾸러기 3학년 Campers

운동회 날 멋진 7th garders
귀염둥이 Kindergarden 친구들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43

아름다운 소식

제 17회 아름다운 비전 장학금 수여식

매

년 아름다운 교회에선 비전 장학생들을 선발한다.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장학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성적 장
학금, 재정지원 장학금, 선교 장학금. 두 개의 장학금에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성적 장학금과
재정 지원 장학금의 경우 이 두 개의 장학금을 같이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비
전 에세이, 담임 목사 추천서, 교수 추천서, 성적 증명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명서류 사본, 그리고
재정지원 장학금 신청을 할 경우 Income Tax Return 사본도 필요하다. 비전 장학금 수여는 대학교
와 대학원 재학기간 동안 각각 1회로 제한한다.
제 17회 아름다운 비전 장학금 수여식이 8월 8일 3부 예배 때 있었다. 예배당 앞줄엔 장학생들이
말끔한 옷차림과 약간 상기되고 긴장된 얼굴들로 앉아 수여식이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번 수여식은 유림 장로의 축하 인사로 시작되었다. 이번 장학금에 많은 이들이 신청하였으며, 엄격
한 심사과정에 따라 성적이 우수하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중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대학생 19명과 대학원생 7명이 선발되었다고 한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수상
소감은 수여자 대표 한경혁(Paul Han) 군이 전했다. 서툰 한국말에도 인상 깊은 수상 소감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대학생: 김명인, 김수정, 김은용, 김하은, 민동진, 박경돈, 오수민, 우해인, 유현우, 이보라, 이정석,
장용기, 전성민, 정하은, 최민영, 최수정, 최효진, 하은지, 한경혁 (19명)
대학원생: 김상준, 김연지, 박강미, 박선아, 박성국, 정채원, Sharon G. Ha (7명)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비전 장학금을 수여한 모두를 축하하며, 이 장학금을
계기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젊은 크리스천으로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
한 소명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김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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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최영수 변호사

형사(경찰)의 소환에 대한 대처요령

미

국에 살다 보면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않
았던 행동이 범죄시되어 경찰서에서 피
의자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당하는 경우
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하
는데 배우자나 주위에서 신고를 하거나, 자녀
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나, 싸우는 곳에 있다 억울하게
소환되는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집에 없는 사이 경찰서에서 사람이 나와 명
함을 남긴 후 집에 들어오면 경찰서로 전화를
하든가 경찰서로 나와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
우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 형사법을 잘 모르는 한
인분들은 경찰이 왔다고 하면 갑자기 당황을
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혼자 경찰서로 가든지
아니면 겁이 나서 아예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명심해야 할 사항은 경찰이 경찰서로
연락을 하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는 십중팔구
본인을 체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로 가서 자초지경
을 다 설명하고 사건에 대한 정황을 말하면 사
건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실은 경찰이 그러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소환을 요청하기 전 벌써 체포를 하겠
다고 결정을 한 후에 ‘좋은 말’로 경찰서로 나
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는 말에 답을 하거나 진술서에 서명을 하면
바로 집으로 보내 준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묻는 말에 답을 순순히 하게 되면 결국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고 형사가 하
는 좋은 말에 상관없이 구금이 되어 불행이 시
작됩니다.
일단 경찰에 체포 또는 구금이 되면 아주 경
미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지문을 찍고 범죄기
록을 뽑게 됩니다. 중범죄로 기소될 경우나 과
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중한 경범죄로 기소
될 사항이면 경찰서에서 형사법원으로 옮겨져
구속적부심을 체포 후 24시간 내에 판사 앞에
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소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최
소한 형사법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
거나 소환시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서로 가시
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본인이 진술하는 내용을 듣고 형
법상 범죄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에 따른 행동요령에 대해 설명과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피의자 사이에서 중
재자의 역할을 해 억울하게 체포, 구금 당해 고
초를 겪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영수 변호사
Tel. 718-939-0209
158-14 Northern Blvd #ML-5A
Flushing, NY 11358

경찰서에 가 보면 형사는 좋은 말로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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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정영기 집사 / 페토피아 동물병원 원장

귓병(외이염)의 근본적인 원인

애

완동물이 귀가 가려운지 머리를 심하게
흔들거나 앞발로 귀를 마구 긁으며 귀
에서 진물이 나오는 증상을 보여 동물병원에
오거나 귓병이 매우 심하게 진행되었는데도
주인이 모르고 예방접종 또는 정기검진을 위
해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귓병을 발견하
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여기서는 빈발하는
질병의 하나인 귓병, 특히 외이염(Otitis externa)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서 냄새가 나고 누런 진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증상이 심해지면 외이(Pinna)에 발
적과 염증이 생기고 외이도벽이 염증에 의해
부어 귓구멍이 좁아지고 갈색의 분비물로 차
며 외이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변형된다. 또
한 고양이에서는 귀 주위의 털이 빠지는 탈모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알러지(Allergy)가
일차적인 원인인 귓병이라면 전신에 가려움증
과 피부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알러지와 귀 진드기가 귓병의 주요 원인

치료 전 고막 검사 및 미생물 검사

귓구멍(외이도)과 주위조직
의 염증으로 정의되는 외이염
은 알러지, 귓구멍 내의 이물질
또는 물의 유입, 종양, 갑상선
기능저하증, 과도한 귀지(Ear
wax)의 생성, 귀 진드기(Ear
mite)의 과다한 증식, 불결한 귀구멍 등의 1
차적인 원인에 의해 시작되어 세균(Bacteria)
이나 효모(Yeast) 곰팡이의 2차적인 감염으
로 파급된다. 또한 사람의 수평적인 외이도와
바짝 선 귀와는 달리 개의 수직으로 꺾어진 외
이도와 축 처진 (특히, 말티즈, 코커 스파니엘,
시츄) 귀는 유입된 물질과 귀지를 없애는 것
이 쉽지 않으며 외이도 내의 습도를 높게 만
드는데, 이러한 요인들과 아울러 수많은 귓구
멍 털은 그 귓병을 쉽게 야기하는 추가적인 요
인이 된다.

귓병에 걸렸다고 생각되면 먼저 치료하기
에 앞서 고막(Ear drum)이 온전한지, 외이
도에 이물질이나 종양이 있는지 귀를 검사하
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막이 손상된 상
태에서 외이도에 약제를 함부로 투여하면 중
이(Middle ear)와 내이(internal ear)로 약
제가 들어가 그곳에 위치한 중요한 청각과 균
형감각 기관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다. 이물질이
나 종양이 있는 경우 제거하지 않고 약물 치료
만 하면 아무런 치료 효과가 없다. 원인균을
판별하기 위해 외이도에 있는 분비물을 채취
하여 현미경으로 세포검사 또는 귀 진드기 감
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약제를 장기간 사용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않고 재발하는
경우 미생물 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려움증, 진물, 발적으로
나타나는 귓병의 증상
외이염의 증상으로는 가려움증과 함께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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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병의 완치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필수
일단 고막이 온전하다면 귀세정액(Ear
cleaning solution)과 면구(cotton ball)을

사용하여 외이도에 쌓인 귀지와 분비물을 닦
아 내는 귀 청소를 매주 1회 해 주어야 한다. 대
개 귓병에서는 세균과 효모 곰팡이가 복합적
으로 감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항생제와 항진
균제가 함유된 귀 연고를 매일 2회, 적어도 2주

번, 또는 목욕 직후 귀세정액과 면구를 사용하
여 귀 청소를 해 주어야 한다. 귀 청소를 위해
알콜(Isopropyl alcohol) 또는 과산화수소수
(Hydrogen peroxide)와 면봉(Q tip)을 사
용하는 개 주인들을 간혹 보는데 그것들은 귀
점막에 너무 자극적이며 상처를 줄 수 있으므
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목욕을 시킬
때에는 귓구멍을 솜으로 막아주어 물이 들어
가는 것을 방지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귓병의 예방을 위해 정기
적인 귀 청소와 물과 이물질의 유입 방지 등
주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귓병이 재발하고
잘 낫지 않는다면 그 1차적인 원인으로 알러지
나 귀 진드기 등이 관련되어 있는지 검진하여
확인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실
시되어야 완치가 가능하다.
페토피아 동물병원
문의: 718-321-7575 (치료치료)

정도 투여하며 심한 염증 등으로 외이도의 벽
이 부어 좁아져 있는 경우 항생제 복용약과 소
염제를 추가로 투여하여야 회복이 가능하다.
투약한 지 2-3주 후 다시 귀 검사를 실시해 치
료 효과 여부를 확인한다. 귀 진드기 감염이 현
미경에 의해 확인이 된 경우 진드기약(Miticide)를 귀에 투여하며 만약 알러지가 그 귓병
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되면 알러지 치
료를 병행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귀 청소와
목욕시 물의 유입 방지
귓병의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2주에 한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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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실

김세화 전도사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

랑의 교실 예배실은 언제나 분주하고 산
만하기만 합니다. 예배시간에 돌아다니
는 것은 예삿일이고 갑자기 따귀를 후려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렁 나자빠져 누워 있는
광경도 종종 보게 됩니다. 경건한 예배시간에
이게 뭔가 하는 일들이 사랑의 교실에는 빈번
하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한 성령의 임
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
하는 곳이 또한 사랑의 교실 예배실임을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을 반복하여 따라 부
르다가 눈시울이 붉어지고 코끝이 빨개지더니
눈물이 고이면서 자기도 모를 감정의 흐름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던 어떤 자폐를 가진 친구
의 모습에서, 말이 안 나와 마이크에 입만 갖다
대고 있으면서도 눈물이 자주 고이는 희숙 자
매의 모습, ‘Little by Little’ 찬양을 부르며
정말 기쁘고 신나게 몸을 흔들어 대는 그들의
모습에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하
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설교가 전달이 되는 건지⋯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자기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
은데 설교를 하다가 질문을 던져 보면 90% 이
상이 상황에 맞는 답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주 낮은 지능의 장애인
들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사랑의 교실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긴장됩니다. 예배는 분명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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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성도들이 예배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예
배 등 모든 부분에서 자립의 능동적 자세로 변화되는 모습은
잔잔히 울려오는 감동이다.

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지 건강한 육체와 뛰어
난 두뇌로 드리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낄
뿐더러 장애인들을 위해 예배를 인도하고 설
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사명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투성이인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장애인 영혼들을 위
해 주님께서 친히 은혜 주시기를 매 주일마다
간구하게 됩니다.

다. 그리고 2년 전만 해도 도저히 일반예배로
의 통합은 불가능한 일일 것 같던 한 자폐 친구
가 의젓하게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통한 변화였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
며 기다리시는 주님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장
애를 가졌다 해도 그들을 기쁘고 평안하게 예
배드릴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는 사랑의 교실
예배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
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
리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
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 지은 사람 대신 흠 없는
재물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지만 대제사장
이시며 동시에 흠 없는 어린양이 되신 예수님
께서 직접 우리 모두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직
접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능이 부족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해도, 행
동이 산만하고 폭력적이라 해도 그러한 장애
의 모습 때문에 예배에서 소외되어선 안 될 것
입니다. 실재로 지능 정도를 떠나서 사랑의 교
실에 2년 이상 출석한 친구들과 갓 온 새교우
장애인들의 예배 태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대부분의 장애인 교우들이 이제는 두 손으
로 헌금을 드리고 기도 시간에는 다리를 가지
런히 모으며 손을 모을 줄 알고 일반 대예배실
에서도 1시간은 거뜬히 숨 죽여 예배를 드립니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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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가 있는 여행

문석희 집사

고향의 향기 물씬 풍기는

선조의 섬 - 대마도

우

리나라에선 대마도가 잘 보인다.
부산의 영도 남단 태종대에서 남쪽 바다
를 바라보면 저 멀리 바다 위에 아련하게 떠 있
는 두 개의 섬이 보인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대마도를 두 섬이라고 불렀고 우리 민족이 건
너가서 대마국을 세웠다. 고고학적으로 7천년
전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두 섬으로 건너가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역사의 정설로 되어 있
다. 그 옛날 이상과 기상을 펼치고 바다를 건넜
던 우리 민족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 그리고
역사의 길을 따라가 보고 싶어 현지를 찾았다.
서울에서 KTX 고속열차로 부산에 도착하
여 대마도로 가는 선편을 알아보니 정기선 편
이 없었다. 여행사에 문의하니 여행상품도 없
었으며 일본의 후꾸오마에서 정기 여객선이
취항하고 있었다. 대마도를 일본인들은 ‘쓰시
마’라고 부르며 북쪽의 큰 섬을 ‘상현’, 아래에
있는 섬을 ‘하현’이라고 부른다. 하현의 ‘이즈
하라’가 대마도의 수부로 대마도의 중심 도시
가 되고 있다. 태양빛에 따라 신비로운 분위기
를 자아내는 이곳 바다는 에메랄드 빛에서 코
발트 블루까지 찬란하게 빛나며 따스한 햇살
아래 살랑이는 바다 바람을 즐기면서 파도 소
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서민들의 삶이 묻
어나는 좁은 골목길과 순박하고 친절한 현지
인의 인정 속에 의외로 저렴한 물가는 이곳의
매력이었다.
하늘빛과 물빛이 어우러져 해풍에 쓰러질
것 같은 낡은 목조 건물도 꿈틀거리는 에너지
가 넘쳤고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
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은 청정한 자연환
경과 더불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저력이 숨
쉬고 있었다. 지금 이곳은 연안어업의 전진기
지로 수산물 가공공장과 식당, 어구상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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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들어섰고 완만한 경사지에는 녹차밭이
대규모로 들어서서 경작된 녹차를 전국에 공
급하고 있었다. 옛날 ‘센노리’라는 백제인이 녹
차를 전래해 녹차 축제도 열리고 있다.
북섬 상현군 서쪽에 ‘시루다’라는 어촌이 있
다. 대한해협의 풍광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그 옛날 우리 민족이 뗏목 위에 꿈을 싣고 따
뜻한 곳을 찾아 건너올 때 이곳으로 상륙했을
것으로 추측됐다. 이곳은 한반도와 지리적으
로 가깝고 해안선이 접안하기 쉽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곳곳에 우리 민족이 축조
했던 옛 성터가 남아 있고 사찰이 있으며 우리
나라의 성황당과 비슷한 천도유적이 남아 있
다. 울긋불긋한 헝겊이 기둥에 매달려 을씨년
스럽게 바람에 날리는 풍경과 돌무덤처럼 돌
을 쌓아놓고 산신께 기원했던 자취는 우리나
라의 성황당과 다를 바 없었다.
대마도에 정착했던 우리 민족은 수장을 뽑

아 대마국을 세웠고 다시 일지도로 건너가 일
지국을 세웠으며 가당도, 한계도, 현계도, 대
도, 사도, 소여도 등을 정복해 현해탄에 임나
연합국을 세웠다. 이들은 힘을 키워 가야산이
보이는 계도 반도를 타고 본토로 밀고 올라가
원주민을 정복하고 계도평야에 부락국가를 세
웠다. 당시 일본 본토의 원주민들은 문명과는
거리가 먼 자연 속의 단순한 사람들이었으며
지금의 일본인들은 북방에서 내려간 우리 민
족과 남방에서 올라온 열도민족이 섞이어 형
성된 인종이다. 역대로 대마도의 도주이며 대
마국의 왕이었던 ‘크레무라’는 신라에서 건너
간 ‘진’씨가 조상이다. 대마도는 삼국시대에 삼
국의 영유지로 분할되어 있었다. 북섬은 신라
와 고구려가 양분하였고 남섬은 백제가 정유
하였었다. 이러한 사실은 서기 720년대에 완
성된 일본의 고대 역사서인 ‘일본서기’에 기록
되어 있다.
우리 민족이 대마도로 건너가 황무지를 개
간해 좌호평야와 인위평야에 정착했지만 대마
도는 섬이었기에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남부 해안가 촌락으로 몰려
와서 해적질을 일삼았다. 약탈과 방화, 납치까
지 자행하며 백성들을 괴롭혔다. 고려 33대 창
왕은 선박 100척과 함께 박위장군을 출정시켜
평온을 찾는다. 그 후 조선 태조 5년 이성계
는 김사형 장군을 대마도와 일지도에 출정시
켜 사죄를 받고 대마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
하였다. 이때 대마도 수장 ‘소꾸로꾸’는 많은
공물을 가지고 와서 사죄하였다. 그 후 10여 년
간 조용했으나 다시 이들이 준동하자 1419년

세종원년에 세종대왕은 이종우 장군에게 선반
227척과 병사 1만 7천명을 이끌고 3차 정벌에
나서게 하였다. 세종대왕은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재차 확인하고 편의를 제공하였다.
세종은 이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해 주
었고 교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의 울산 지역
인 염포와 제포, 부산포를 개방하였다. 3포 개
방 1년 후인 1420년 대마도는 경상도에 편입
되어 경상감사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이때
세종대왕은 군사를 주둔시키고 영구점령했어
야 했다. 이것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움
이기도 하다.
신라에서 건너가 대마국의 왕이 었던 ‘진’씨
의 후손을 신하로 칭하고 대마도를 사실상 그
에게 맡기고 있었다. 그 후 조정의 무능과 외
침에 시달리면서 대마도는 슬그머니 일본땅이

되었다. 일본인의 75%가 한국계 혈통이다. 일
본의 ‘아끼히도’ 왕은 자신의 조상은 김해 ‘김’
씨 라고 밝혔다. ‘다니까’ 전 수상도 자신의 조
상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혈통이라고 말했다. 5
세기경 일본을 건국한 무당이었던 ‘히미꼬’ 천
황도 천무천황의 왕비도 백제에서 건너간 여
인이었다.
일본 문화의 절정인 아스카 문화도 전통도
모두 백제와 신라에서 전래되었다. 서기 668
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망하자 고구
려인 ‘약광’은 2천 명의 동족을 이끌고 무사시
도 평야에 도착해 ‘고려향’이라는 식인지를 만
들었다. ‘천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의 장승
이 서있는 이곳은 고려신사가 세워져 있고 ‘고
려천’이라는 냇가와 ‘고려고’라는 다리, ‘고려
봉’이라는 고갯길이 있으며 ‘고려정’이라는 우
물도 있다.
언제나 손만 뻗으면 옆에 있는 일본, 대마도
를 다시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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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정영숙 집사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색다른 전시 안내

N

CMA (Nassau County Museum of Art)의
‘Sea Around Us’ 전시가 9월 중순까지 이
어지면서 다음 전시가 시작되기까지 다소의 시
간이 남아 있어 이번에는 잠깐 흥미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는 맨해튼 중심부에 있는 Metropolitan Museum of Art 전시물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번 여름 내내, Met Museum은 피카소가 지
금의 그만의 세계를 갖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drawing과 씨름을 하였는지를 자세히 보여 주는
전시를 열어 우리를 들뜨게 하기도 했고, ‘American Woman: Fashioning a National Identity’란
제목으로 1890년부터 1940년까지의 현대 미국
여성의 모습과 그들로 인해 오늘날 미국 여성은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얘기하는 흥미로운 전시도
함께 열었습니다. 이런 전시들도 재미있지만, 그
야말로 우리의 시선을 끄는 전시 하나가 Roof
Garden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본관 내
부의 전시량 자체도 하루에 다 볼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양이다 보니, Roof Garden까지 눈을 돌
릴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꼭
한번 올라가 볼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Doug & Starn 형제의 ‘Big Bambu : You
Can't, You Don't, and You Won't Stop.’이
그것입니다. 엄청난 수의 대나무를 통째로 잘
라 Museum 옥상을 푸른 자연의 숲으로 재현해
놓은 이들 작품은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The
New York Times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WNYC(FM 93.9) 등에서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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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어마어마한 물량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
전의 Doug & Starn 형제의 명성을 바탕으로 아
주 근사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작품의 아이디어가 8년 동안 그 형제 밑에
서 그들의 주요 작업이던 사진을 위한 frame 작
업을 도와 일하던 한 한인 작가의 아이디어였다
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 많은 시선을 받게 되
었습니다.
8년 전부터 한결같이 나무라는 소재를 이
어 붙이는 설치작업을 해옴으로써 Socrates
Sculpture Park, Governors Island 전시 등 인정
받을 만한 초청 전시를 계속해온 한인 마종일 작
가의 작품과 이들 형제의 작품 사이에 어떤 공감
과 어떤 다름이 보이는지 한번 둘러보는 것도 의
의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종일 작가의 전시는 Tenri Cultural Institute(43 A West 13 Street NY, NY)에서 9월 8
일까지 열립니다.
Doug & Starn 형제의 전시는 Metropolitan
Museum of Art(1000 Fifth Avenue at 82nd
Street NY, NY)에서 10월 31일까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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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에 대해 알아봅시다

간

염에는 A,B,C,D,E형의 종류가 있다. 이
중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한국인들의 만
성 간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
다. 여기서는 B형 간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
기로 한다.

분의 주사기 감염은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
는 모체에게서 발생하지만 일부에서는 임신
말기에 급성 B형 간염을 앓은 경우에 발생하
는 예도 있다.

* B형 간염
B형 간염(-型肝炎)은 간염의 하나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전염성 질병
이다. 한국인의 7%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보
균자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중 약 14%가 B형
간염환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 전파 경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된 혈액이나 다
른 체액에 의해 피부나 점막을 통하여 감염된
다. 바이러스는 혈액과 점액성 산출물에 가장
많고 그 밖에 침이나 정액, 질액 등에는 적다.
주요 감염 경로는 주사기 감염, 오염된 혈액
이나 체액에 의한 피부를 통한 감염(수혈, 오
염된 주사기에 찔리거나 투석, 침습적인 검사
나 시술 등), 성 접촉 등이다. B형 간염 바이
러스는 공기나 물, 음식물을 통해서 전파되지
는 않는다.
주사기 감염은 신생아기에 B형 간염 바이
러스에 감염된 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자
궁 내 감염은 적으며 주로 분만 시에 감염된다.
주사기 감염은 HBeAg이 양성이면서 HBV
DNA 수치가 높은 모체에게서 잘 일어난다.
주사기 예방조치가 없을 때 HBeAg 양성인
모체에게서 태어난 영아가 만성 B형 간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70-90%이다. 반면 HBeAg
음성인 모체에게서 태어난 영아가 만성 B형
간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10-20%이다. 대부

* 감염시 증상
- 만성 B형 간염
어머니에 의해 수직 감염된 경우 대부분이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보유자로 살게 되고, 20
대 후반~30대 후반 사이에 만성 B형 간염이 발
병될 가능성이 높다.
만성 B형 간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
나 때로는 피로감이나 쇠약감을 동반하며, 이
외에 특별한 자각증상 없이 인체 내부의 면역
반응으로 인해 혈액의 간 효소 수치가 급상승
하게 된다. 이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간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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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가 촉진되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 급성 B형 간염
성인이 되어 감염된 경우에는 대부분이 급
성 B형 간염을 앓고 자연 치유된다. 다음은 급
성 B형 간염의 증상이다.
잠복기- 감염된 이후 90일 정도의 잠복기를
갖는다.
전구증상기- 피로감이 심해지며, 식욕이 떨
어지고, 감기증세를 보이는 기간이다.
황달기- 체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
이기 위해 급격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며, 이때
간세포가 파괴되어 쓸개즙이 배출되지 못해
황달 증상이 일어난다.
회복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모두 사라지
면 황달이 사라지고, 증세가 호전된다.
보통은 위의 경우처럼 자연 치유되지만, 일
부는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거나, 만성 간염
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 치료
급성 간염의 치료는 대증요법이 주된 치료
이다. 만성 간염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제한적이다. 알파인터페론을 6개월간 주사하
면 30~50% 정도에서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라미부딘(lamivudine) 등 항바이러스제
를 이용한 치료도 하고 있다.

* 감염의 예방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신
생아, 항원 항체가 없는 사람에게 예방백신을
접종한다.
B형 간염 예방백신으로 B형 간염 표면 항
체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 이후 추가 접종
은 필요 없고 평생 면역이 유지된다. 접종 대
상으로는 모든 영유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
유자의 가족,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받아야 되
는 환자 등이다.

한인호 집사
내과 전문의
Tel. 631-436-7770
1235 Suffolk Ave.
Brentwood , NY 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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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에덴동산
김나미

청아한 초원에
무엇인가
땅에 쓰시던 그 손길로
목련화 사랑을 피웁니다.
영원한 일심되어
터질듯
붉디 붉은 오혈을 지나
알알이 체리 생명수로
마르지 않는 영생입니다.
그곳은
엉겅퀴도 없고
낯피하여 숨지 않는
새땅 에덴의 아담 하와로
우러러
새하늘 하이얀 그림속
감사의 뒷모습입니다.

맛있는 레시피

박윤심 자매

토마토 샤브샤브 냉채
토마토와 샤브샤브가 만났다? 얼핏 어울리지 않을 듯한 궁합이지만,
그 맛은 별미 중의 별미랍니다. 뜨거운 국물 대신 새콤달콤 맛있는 소스
와 함께 하는 토마토 샤브샤브 냉채의 특별한 맛으로 여러분을 초대합
니다.
*소스: 간장 2TBS, 식초 3TBS, 올리고당
2TBS, 포도씨유 3TBS, 마늘 다진 것 1tsp,
소금 0.5tsp, 후추와 깨 약간, 머스터드 파우
더 약간(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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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방법

4. 양파는 매우면 냉수에 30분간 담가 둡니
다.

1. 다음과 같이 재료를 준비합니다- 샤브샤
브용 얇게 썬 소고기(기름기 없는 불고기감도
괜찮음), 양파, 마늘, 생강, 양상추, baby leaf,
토마토

5. 고기와 양파를 소스에 버무려 둡니다.
6. 토마토를 얇게 썰어 접시 가장자리에 돌
려 담습니다.
2. 물에 생강, 마늘을 편으로 썰어 넣고 통
후추, 간장을 넣어 끓으면 고기를 데쳐냅니다.

7. 양상추를 접시 가운데에 깔고 그 위에
baby leaf를 올립니다.

3. 편마늘도 고기와 함께 건져냅니다.

8. 5번의 고기를 가운데에 올리고 소스를 뿌
리면 완성입니다.

정정합니다
지난번 7·8월호 수풀레 치즈케이크는 최영주
교우님이 제공하신 레시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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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단상

김태욱 전도사 / 사랑의 교실

예배는 삶을 거르는 거름종이

예

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언제나 찬양
과 말씀이라는 두 단어로 정의가 된다.
‘예배=찬양+말씀’이라는 공식처럼 늘 예배
드리기 전 복잡한 나의 삶이 명료화된다. 현실
의 삶에 대한 걱정과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
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삶의 정서나 성향에 대
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특
별히 은혜 충만한 상태라면 예배의 모든 순서
순서에서 기쁨과 간구(기도)로 인해 나의 얼
굴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빛에 비추임 후 얼
굴을 가리워야만 했던 것 같은 느낌으로 밝은
미소가 충만이다. 비록 거울을 보고 확인은 못
했지만 분명 마음속 깊은 곳에 좌정하셨던 또
한 분의 하나님께서 천상의 하나님과의 교제
로 즐거워하심이 분명 나의 얼굴에 흔적을 남
긴다고 생각한다. 예배는 분명히 사람의 모습
을 바꾸고 얼굴의 표정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삶의 현실에서 발견할 수 없는 아무리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그 장벽을 주님의 은혜로 넘어
갈 때면 그야말로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
다 할 것이 아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
감하게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에게 있어 ‘예배’란 개념은 은혜 체험 이
전에는 ‘교양과 인격 수련’의 과정과 같았다.
늘 성경말씀의 몇 구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듣
다 보면 마치 ‘유교의 사상’이나 ‘바른 생활’과
같은 학교 수업시간과 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청으로 사랑과 은혜의
경험을 한 이후에는 예배에 대한 인식이 달라

졌다. 찬양을 할 때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분명한 영적인 느낌이 있었다. 그것은 사
람의 감정으로는 깨닫거나 알아낼 수 없는 희
한한 경험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
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결코 그분을 경
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전적인 은
혜로만 죄 많은 자신을 깨닫고 또 그러한 자신
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
다고 고백하며 곧 예배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
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에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표현을 분명
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배는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데이트 시간
지난해 Hickville 역에서 만난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나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
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
다. 대화의 내용은 지면상 간략하게 표현한다
면, “생활이나 직업의 특수한 문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
다.”라는 말로 줄일 수 있겠다. 예수님을 구주
로, 사랑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
겐 주일인 일요일은 참으로 중요한 날이다. 그
날은 오직 예배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하
지만 델리나 식당 등 일반인들을 상대하는 거
의 모든 가게에서는 ‘주일성수’라는 말이 참으
로 용기 있고 또 특별한 배려가 없이는 누릴 수
없는 행운(?)으로 인식된 사회에서 우리는 살
고 있다. 나는 그 성도님께 내심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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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도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더 좋은 환
경이 되도록 용기를 잃지 않으면 좋겠네요⋯”
실제로는 주절주절 단어를 만들어 서투른 표
현으로 말을 이어갔지만, 그 말의 의미는 이랬
다. 하지만 정작 나는 그분의 진심 어린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당황하고 말았다. 예배가 어떠
한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
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그분을 통
해 다시금 되새기게 된 것이다.
동시에 나는 새롭게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
었다. 부끄럽지만 ‘예배’의 진정한 뜻을 그 때
에서야 나는 깨닫게 된 것이다. 마냥 은혜에 취
해서 찬양 때 실컷 울고 말씀 때 그 포근한 느
낌으로 꾸벅꾸벅 잠이 들던 나의 모습, 설교말
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어서 울며 회개하며
또한 그 표현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과 은혜의
눈물로 위로와 격려를 받던 그 예배, 첫 이민생
활 중 미국 교회에서 정확히 알아 들을 수 없는
목사님의 설교 본문을 찾아서 또박또박 읽을
때 그 성경말씀이 얼마나 나의 심정을 하나님
께서 읽고 계시는가를 체험했던 그 은혜의 예
배시간⋯ 이 모든 것은 결국 예배를 통한 ‘구원
의 감격’에만 한정되어 있었지, 하나님과의 만
남의 시간이 곧 ‘사랑과 존중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나는 정리하지 못했었다. 순간순간 내 중
심적 시야에서 내 것만을 채우기 위한 예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배자이길
은혜 받은 후에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되
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유는 세상
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
문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행이고 가난
하고 가족과 이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으
로 보였다. 뒤늦게 깨달은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불안
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막상 살면서 힘들어
하고 기대와 다른 충격에서 방황을 할 수도 있
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
였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삶의 경륜이 나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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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예배자로 빚
어가는 연단을 하는 것 같다.
이제 나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나를
사랑하며 존경하는 주님께 드림을 연습한다.
다행히 지금은 히틀러의 총칼의 위협도, 일본
의 신사참배도, 북한의 배교강요도 직접 접하
지 않았지만, 여전히 죽음과 이별의 ‘제자도’를
자기의 목숨보다 유익보다 더 존귀하게 믿고
행동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음을 생각
한다. 사랑이 없이는 이 길을 결코 걸어서 목
적지에 도착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조금 전보
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형
상’이고 싶다. 나의 세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조용히 고
개를 숙인다.

살며 사랑하며

유정옥 사모 / 서울 하나로교회

아들의 별명
24

일인 금요일부터 이미 추석연휴가 시작
되었다. 거리의 움직임이 다르다. 어린
아이처럼 설레여서 밤을 지새우며 25일을 기
다렸다. 그것은 군대 간 아들이 4박 5일 휴가를
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아들이 현관에 들
어섰다. 내가 안아 주겠다고 두 팔을 활짝 벌렸
더니 나에게 안기우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덥
석 안아준다. 10kg 이상 빠진 아들의 등을 어
루만지며 그리웠던 아들을 맞이했다. 군복을
벗고 추리닝으로 갈아입는데 아들의 다리가
빨갛게 쓸려 있다. “여기가 왜 그러니?” “엄마!
걱정마세요. ‘네가 진정 그리스도인이야!’라고
공인된 표예요.” “뭐? 그리스도인 표?”
아들의 대답은 이러했다.
“이번 유격훈련을 받기 위해 일주일 동안 다
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나서 보니 내 추리닝이 없어졌어요. 윗 옷은 번
호와 이름이 쓰여 있어서 그런지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바지는 누군가 훔쳐 간 거에
요. 누군가 옷을 잃어버리면 계속 다른 생도들
의 옷을 훔치는 행위가 이어져요. 나도 다른 생
도들처럼 옷을 훔쳐서 내 관물을 채워 놓을 것
인가? 저는 그 일로 기도해 보았어요. 기도의
답변은 당연히 훔치지 말아야 한다고 일러 주
셨지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땀으로 젖어
있는 군복바지 하나만을 입고 견뎠어요.
추리닝을 입으면 운동화를 신어도 되지만
군복 바지를 입으면 항상 군화를 갖추어 신어
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다
른 생도의 추리닝을 훔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
었지요. 훈련생 전원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
요.
첫날은 다른 생도들이 나에게 와서 “너도 옷
하나 훔쳐! 군대에선 그것이 법이야. 일주일을

추리닝으로 갈아 입지 못하고 군복을 입고 지
내면 너 살갗이 다 까질 거야. 군대에선 훔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야!”라며 저에게 훔칠
것을 종용했지요.
그러나 어머니! 내가 훔치면 옷을 잃어버린
다른 생도가 또 훔칠 것이고 훔치는 행위가 계
속될 것이 아니겠어요? 부정하고 더러운 행위
를 모든 생도들이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 더 무서
운 일이라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어찌하든
지 내 선에서 막아야 하잖아요.
처음 이삼 일은 저를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
는 훈련병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야유하는 소
리와 눈길을 제가 따갑게 받았지요. 그러나 하
나님의 법은 정결하고 완전하지요. 일주일 내
내 땀에 찌든 뻣뻣한 군복 바지 하나로 지내는
나에게 다가와 생도들이 무어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진
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들은 과연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주일 내내 지켜보았어!
너를 존경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해!”
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나는 500명이 넘는 그 생도들이 내
앞에서 숙연해지는 얼굴을 보았어요. 그들 중
에 나의 상처에 바르라고 연고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추리닝을
사다 준 생도도 있어요. 2,000명이 넘는 생도
들이 나에게 붙여준 별명이 ‘너는 진짜 그리스
도인!’이예요.”
나는 일주일 동안 군복 바지 하나로 지내느
라 살갗이 다 짓무른 아들의 다리 때문에 눈물
이 났고 지킬 수 없는 중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아들의 신앙이 자랑스러워 눈물
이 났다. 아들의 다리에 연고를 발라주면서 나
는 말했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잘했
다! 내 아들!”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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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선택
빌

맥체스니는 미국인 선교사로서, 28세의
나이로 1964년 콩고 내란 때 살해되었다.
그는 콩고로 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나의 선택
아침 여덟 시, 나는 햄과 계란으로 마련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한 시가 되면 잘 구운 스테이크로 점심을,
그리고 일과를 마친 후 다시 저녁을 들겠습니
다.
방마다 전화가 있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는 거실과
예쁜 커튼으로 꾸며진 문,
그런 초현대적인 집을 갖고 싶습니다.
사랑스런 것들로 잘 정돈된 아늑한 방
스프링이 들어 있는 폭신한 안락의자
그리고는 조그마한 텔레비전 한 대를 갖고 싶
습니다.
물론 주의 깊게 프로그램을 선택하렵니다.
나는 또,
최신 유행의 조끼, 정장이 가득 찬
깔끔하고 멋진 최고급 옷장을 갖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은 왜 최고급을 가질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릴리의 비천한 자
나를 따르렴.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쉴 만한 굴이 있으나
나는 네게
잠자리도 줄 수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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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자란다.”
수치심으로, 수치심으로 나는
고개를 떨구고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멸시할
수 있는가?
그분이 가셨던 길,
기도로 지새운 그분의 수많은 밤들을 어찌 내
가 잊을 수 있겠는가?”
한 조각 음식도 없이, 주님은
40주야를 홀로 금식하셨습니다.
멸시당하고 거절당한 채 그분은 계속 그 길을
가셨고,
성전의 휘장이 찢겨져 나갈 때까지 그분은 멈
추지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번민을 겪은
안식을 줄 아무런 육신의 친구도 없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예언자가 말하길
그는 모욕을 당하시고, 매맞은 바 되었고, 멍
들었으며,
그에게서 붉은 피가 흘렀다고.
그가 정녕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일진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렵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영원을 위한 나의 선택입니다.

아름다운도서관 추천도서 (2010년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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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 하용조 | 두란노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도 광야와 같다. 주
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율법이 되어 주시고, 지치
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
는 성막이 되신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시 한 번 깨우쳐 준다.

기부왕 폴 마이어의 좋은 습관 24가지 | 폴 마이어 (Paul
J. Meier) | 생명의말씀사
기도, 은사 활용, 청지기 삶, 섬김 등 진정한 성공
의 문을 여는 24가지 좋은 습관을 제공한다. 이 습
관들을 통해 꿈꾸고 상상하고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으며,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도행전 속으로 1-기도에 힘쓰더라 | 이재철 | 홍성사
이재철 목사의 설교집 첫 권으로, 100주년기념
교회에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본문으로 한 설
교이다. ‘교회의 역사를 밝히고 성도의 행동을 강
조하는’ 본문을 통해 오늘날 참된 교회의 의미를
되새긴다.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 옥성호 | 부흥과
개혁사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음악
(CCM)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우
선순위, 음악의 일반적인 특징과 록의 특징 그리
고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CCM을 어
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그 대
안을 제시한다.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 존 맥아더 (John MacArhur) | 생명의말씀사
약한 자들을 택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던 하
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열두 제자에 대한 현
대적 해석과 통찰로 하나님이 실수 많은 보통 사
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우리는 왜 불안해 하는가 | 한나
W. 스미스 (Hannah Whitall Smith) | 두란노
기대와 감사가 아닌 끝없는 의심에 시달리며 막연
한 불안에 짓눌리느라 하나님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고백하는 사
람들에게 온전한 하늘의 위안과 평안의 뜻을 가
르쳐주면서, 그것을 받고 누리도록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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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 8기의 은혜
NIV적용 주석-요한복음
고난과 기쁨 그 역설의 믿음
공동체 제자도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구멍 난 복음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독교 경제학
기독교 상담과 가족 치료 다이제스트
기부왕 폴 마이어의 좋은 습관 24가지
길선주
나의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의 유산
나의 형제 유대인 (이스라엘 선교의 실제와 미래)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 이후
내 삶에 들어온 로마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의 영웅을 깨워라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딱 1시간에 끝내는 신약
마지막 신호
마케팅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바울 퍼펙타클 성경지도
사도행전 속으로 1-기도에 힘쓰더라
성경 인물과 함께 떠나는 치유여행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10가지 원리
세계 선교 역사 100장면
세상 속의 막 쪄낸 찐빵
세속주의를 경계하라
세속화와 복음
신약의 리더십과 장로
십일조의 비밀을 안 세계의 부자들
아버지 아버지 집
아프리카를 위로하라 (남아프리카 선교연구 글모음)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예수님의 비유로 풀어 쓴 천국 시크릿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2 (만화)
위대한 영성
이슬람 바로보기
이야기 교회사
이영숙 박사의 행복을 만드는 성품
일본선교
잃어버린 복음
자녀 성경으로 키워라
존 스토트의 생애
죄의 철학
즐거운 태교 행복한 엄마
코끼리 아저씨와 고래 아가씨 결혼 탐구서
태도 다스리기 30일
프리즘 성서지도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우리는 왜 불안해 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늘을 감동시킨 일천번제 예배자
한경직 목사의 시사 설교 모음집
한국문화 속의 복음

신섭
게리 버지
아지스 페르난도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
하용조
리처드 스턴스
황형택
이근영
브루스 리치필드
폴 마이어
김학중
루스 그레이엄
박계천
안요한
박영덕
이강애
더윈 그레이
존 파이퍼
원베네딕트
데이비드 차
게리 길리
이승수
이재철
전성수
찰스 스탠리
안승오
이만재
C. J. 매허니
손희영
김홍범
박은몽
김삼환
중남부아프리카 한인선교회
옥성호
김연수
존 맥아더
백금산
앤드류 머레이
류모세
김기홍
이영숙
유기남
월터 J. 챈트리
차영희
로저 스티어
오스왈드 챔버스
김기정
한병선
데보라 스미스 피게
김종옥
한나 W. 스미스
스튜어트 부캐넌
전병욱
한경직
장남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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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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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No.
No.12000053274
12000053274

Licensed
Licensedbybythe
theN.Y.S
N.Y.S
Department
DepartmentofofState
State
No.
No.12000053274
12000053274

29
29

Toll
TollFree
Free[800]922-4225
[800]922-4225
(201)933-8700
(201)933-8700(718)746-8989
(718)746-8989
(516)932-8989
(516)932-8989

ᦩᱥᬕᱥᯱ⧁ᯙ⥥ಽəఉ 4BGF%SJWFS%JTDPVOU1SPHSBN ᮥ
☖⧕ᅕ⨹ഭෝ↽Łʭḡᱩ᧞⧕ऽตᙹᯩ݅ܩ
ᬕᱥʑಾᯕ᧲⪙⧁Ğᬑᜅᜅಽษӹฯᮡɩᧂᮥᱩ᧞⧁ᙹ
ᯩ۵aෝíࡽ݅໕ᱶัסᝅä᯦݅ܩ
ḡɩᱡᨱíᱥ⪵⧕ᦥᅕᝎ᪅

50/:+:6/<ᮅᖒḥ>
 
)03"$&)"3%*/(#-7%
-*55-&/&$, /:
UPOZZVO!BMMTUBUFDPN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63

(718)886-7733
.VSSBZ4U'MVTIJOH /:
64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NYSSMA
ALL STATE

ʑⅩᇡ░᯲⣩᪥ᖒʭḡ
334 Jackson Ave. Syosset, NY 11791

Tel. 516-423-1897

T 516.681.2631
C 917.239.2671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