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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말씀

황인철 담임목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God-Leading Life"
마 16:13-20

Matthew 16:13-20

우

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선택도 있고 사소한 선
택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
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
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뜻은 가장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켜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는 우리 삶을 향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
여 주십니다. 마치 밤에 징검다리를 건너듯
하나를 디디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보이는 이
치와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
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목록을 종이에 써 넣는 헌
신이 아니고, “주님이 무엇이든지 쓰시면 그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백지를 드리는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
하실까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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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ke many choices in life. Some
choices are significant and some are
not. And we live with the consequences of
our choices, as today's choices are directly
related to our future. So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right choices.
Then, what is our best possible choice? It is
following the will of God. God's will is good
and perfect. God's will may seem difficult
initially, but it is the best possible path.
The challenge is learning how to know the
will of God. There are several ways we can
find the will of God. There are some prerequisites.
We must be obedient to God's will in our lives.
God reveals His bigger plans for us when we
are obedient to already evident God's wills in
our daily lives. It's like a simple principle
of crossing a stepping stone bridge during a
moonless dark night, where the next stepping
stone becomes visible only when we take a
step of faith toward the next one.
And then, we need to prepare our hearts to
accept God's will. Our commitment is not
writing on a piece of paper, "I will do such
and such." It is submitting a blank sheet of
paper, saying, "Lord, I will do whatever you
write on it."
Then, in what ways does our God lead us?

Leads through the Bible

성경을 통한 인도

In general, God speaks to us first through
the Bible. There are general revelations of
God's will presented to all believers. These
revelations are not dependent on time, place,
or circumstances. For example, a man and a
woman got married. God's will is that they
love one another, right? There is no need
to seek God's will for marriage in this case.
God's will was already revealed when they
got married.

먼저 성경을 통해 보편적으로 우리를 인도
하십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
와 환경에 따른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
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새삼스럽게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혼할 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뜻 또는 개별적인 뜻(Particular Will)에 따른 계시도 있습니다. 크리
스천은 크리스천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하
나님의 보편적인 뜻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
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 6:14)
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
리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규칙적으
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면 그 성경구절이 우
리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 얼마나 잘 들
어맞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
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는 우리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그때 그때 허
락해 주십니다.

Then, there are revelations pertaining to special or particular will of God. God's general
will is that Christians marry other Christians.
God commands in 2Corinthians 6:14, "Do
not be yoked together with unbelievers."
Bible is not specific about whom we should
get married to. However, if we develop a
discipline of regular Bible study, we will be
amazed at how some Bible passages speak
so clearly about our particular situations. As
we meditate daily on God's word, His words
will continue to meet our specific needs every time.

Leads through the Holy Spirit
God leads us through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God resides in us when we become
Christians. The Spirit of God and my spirit
have conversations. And we need to learn to
discern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We hear
the Spirit speaking to us when we pray.
It says in Acts 13:1-3, "In the church at
Antioch there were prophets and teachers:
Barnabas, Simeon called Niger, Lucius of
Cyrene, Manaen (who had been brought up
with Herod the tetrarch) and Saul.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So after they had fasted and prayed,
they placed their hands on them and sent
them off" (NIV).
The text is not clear about the mode the Holy

성령을 통한 인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
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
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성령의 목소리를 듣
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1-3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
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 주
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
로 세우라 하시니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
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말씀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역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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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합니다. 불분명한 것이 다행이라고 봅니
다. 성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
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고, ‘강한 인상’, 말하자면 ‘뼈 속에서부터
의 느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덕을 세우
는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검증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때때로 강한 소원을 주심
으로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
다. 가장 괴로워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장 가기 두려워하는 땅끝으
로 보낼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라면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은 강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십니다. 그 일을 좋아하도
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밖에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
십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와 같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도 하고, 베드로가 옥
에서 나올 때처럼 천사를 통해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고넬료의 환상’이나 ‘베드로의 환상’
같이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식과 이성을 통한 인도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딤후 2:7). 인간은 이
성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통하
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 이성입니다. 물론 범죄 후 모든 것이 타
락했기 때문에 이성도 온전치는 못합니다. 하
지만 감정이나 의지보다는 이성이 훨씬 신뢰
할 만한 부분입니다.
패커(J I Packer)의 책 ‘Knowing God’
에 한 여자의 예가 나옵니다. 그녀는 매일 아
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일어나야 할지 말
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는 음성이 들
릴 때까지 꼼짝 않고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
서도 주님께 그것을 입어야 할지를 묻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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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 used to communicate to them. I think it
is better that it is not clear, because the Spirit
uses various modes of communication. It
is possible that thoughts came to their mind
while praying, or heard voices, or had strong
bodily sensations, like ̔ feeling in the bones.̕
However, the communications in these
modes need to be verified by seeing whether
they match with the Word of God or whether
the messages edify, or bring peace.
In addition, sometimes God leads us by instilling in us strong desires.
There are a few misconceptions about God's
will. Some think that if we personally like
something, then it is not from God. Some
think God's will is often associated with pain
and suffering. Therefore, some imagine that
if we commit our lives to God, God will send
us to the ends of the earth where we most
dread to go. That is not true at all. God can
give us strong desires to do His works. He
can even change our hearts to take delight in
His works. God guides us in various special
ways. God's voices to young Samuel were
audible to him, and an angel led Peter to
come out of his prison cell. God sometimes
shows visions, like to Cornelius and Peter.

Leads through common sense
and reason
“Think over what I say, for the Lord will give
you understanding in all things.” (2Timothy
2:7, NRS) Human beings were created as rational beings. Therefore, they can understand
God's will through reasoning. The most reliable thing that God gave to humanity is ability to reason. After the fall of humankind, our
reasoning is flawed. However, it is still more
reliable than our emotions or our own volition. J.I. Packer talks about a woman in his
book, ̔ Knowing God. ̕ As soon as she opens
her eyes in the morning, she asks God whether she should wake up or not. Then, she does
not move an inch until she hears God's voice.
After that she asks whether she should dress
up or not. Consequently, sometimes she
would put on socks on right foot but not on

the left foot. She did the same thing with her
clothing. We need to use reason in order to
understand and follow God's will.

Leads through other believers'
counsel
Advices from mature Christian brothers or
sisters are great help in our discernment of
God's will. Consulting others is very helpful. However, we need to remember that the
ultimate choice is between us and God. We
ne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our choices.
We should not blame others for their counsel when things go wrong. God can lead us
through others. However, often it is God's
will for us to ignore others' voices, and to
go forward with our understanding of God's
will. Jesus' cross-bearing and Paul's journey
to Jerusalem are good examples.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때는 오른쪽 양말은
신고 왼쪽 양말은 신지 말아야 했으며,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 하나
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조언을 통한 인도
성숙한 신앙인에게 조언을 받으면 하나님
의 뜻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언
이 중요하지만 선택은 궁극적으로 자신과 하
나님의 사이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
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조언을 통해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
로는 다른 이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예
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고 바울의 예루살렘 행
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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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통한 인도

Leads us through circumstances

모든 사건의 궁극적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
니다. 그러므로 환경도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됩니다. 이를테면 기도했더니 신학교를 가라
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원서를 냈더
니 한 군데서도 오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이라고 믿
어야지, 총장을 찾아가서 나를 안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따져서
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In all circumstances, God has the ultimate
authority over them. Therefore, God can
use our environment to reveal His will. For
example, while praying a young man had a
conviction that it was God's will for him to
go to a seminary. He submitted applications
to several schools. However, no schools accepted him. Therefore, it would be wise for
him to accept that this was not the right time.
It would be unwise for him to walk into a
seminary president's office and argue that he
should be accepted because it was God's will.

은사를 통한 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나를 향한 하
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은사를 알 수 있을
까요? 일반적으로 내게 가장 즐겁고 쉬운 일
이 은사입니다. 노래하는 것이 즐겁고 쉬우면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은 즐거움이 따릅니다. 만
약에 하기 힘들고 불평이 생기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만 하면 즐겁고, 미치
게 좋은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은사며 하나
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나 좁은 길은 하나님
의 뜻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절
대 선교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
다. 행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불완전합
니다. 다 서로 보완작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합일점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에게는 잘못된 선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확실치 않을 때는 너무 고
민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최선이라
고 생각되는 것을 믿음으로 택하십시오. 그리
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행하십시
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에 함께하
여 주실 것입니다.

Leads through spiritual gifts
God's specific spiritual gifts point to God's
specific will for us individually. Then, how
can we know our spiritual gifts? In general,
whatever brings great joy, easy, and natural
is our spiritual gift. If singing brings great
joy and is easy, then that is God's will. Whatever God entrusts us with brings joy. If it is
difficult and causes discontent, then it needs
to be evaluated. If your work brings great
joy and passion in your heart, then it is your
spiritual gift and God's will. Then, are the
cross-bearing and narrow gates not the will
of God? They may be difficult, but they produce happiness and joy in the hearts of those
who follow those paths.
For example, one should never pity missionaries. They are happy to be where they are
at. Apostle Paul rejoiced even in prison because of that.
In conclusion, one mode is not enough. Different modes of God's communication need
to confirm each other. As they confirm each
other, we can have more conviction about
God's will. And for those who are committed to God, there is really no wrong choice.
When in doubt, do not worry too much. We
can have faith as long as we are doing our
best according to God's word and prayer. So
believe that it is God's will and follow. Then,
God will be with us in going forward with
our choices.

특집 -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새해 소망들을 놓고 기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능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
성을 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의 자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음성
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여기에 담아 보았습니다.

1.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2. 하나님의 대사
3.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4.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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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
면 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텐데.” 당신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가? 이
책의 저자인 조이 도우슨 역시 똑같은 말을 했
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머무르자마자 그분은 구체적이면서도
개인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대화의 문을 여시
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
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실천하였
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국제 YWAM(YOUTH
WITH A MISSION) 훈련학교를 비롯, 전 세
계 43개국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성경교사
로 귀하게 세우셨다. 그녀는 강조한다. 하나님
의 음성을 듣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닌, 하나님
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노라고. 친절한 성경교사가 안내하
는 우리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 그 신나
는 모험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
1. 겸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겸손함
이 없이는 아무런 진보도 있을 수 없다. “온유
한 자(역주: ‘겸손한 자̕-NIV)를 공의로 지도
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
로다”(시 25:9)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필요를 전
혀 느끼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결정을 내리
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 기대하고 간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만하고 어리
석은 것이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
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은 그분께 묻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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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는 것을 “배반”이라고 말씀하고 계
신다. 혹자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만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된다
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 겸손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크든 작든 모든 문
제를 갖고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
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
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 5:19). 이 같
은 수준의 겸손과 전적인 의탁의 결과 어떤 일
들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2. 믿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임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모든 답을 갖고 계신 지식의 하나님, 무한
한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 완전한 공의와 거룩
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
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
의 말씀을 받는도다”(신 33:3).
3. 정결한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세 번째 조건
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
시리라”(시 66:18). 우리는 잠잠히 있어 주께
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실 시간을
드려야 한다.
언젠가 저자는 한 모임에서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급박한 상
황에 처해 있었다. 며칠 동안 하나님의 응답
을 기다렸지만 도무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얻
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 혹시 내 삶 가운데 고
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하나
님은 어떤 사람을 향해 갖고 있던 잘못된 태도
에 대해 깨닫게 해 주셨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즉각적인 인도하심이 주어졌다.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루어지지 않은 죄 때문일 수 있다.

셨다고 확신했던 비전과 부르심을 이루기 위
해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
사가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것이었다. “당신
의 소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
위에 기꺼이 순복해야 했을 때 그렇게 하셨습
니까?” 이 질문에 그는 대답을 회피했다. 부부
는 그의 삶 가운데 기본적인 원칙들이 없었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슬프게도 그는 비전을 이
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심
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4. 포기된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네 번째 조건
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신을 하
나님 앞에서 얼마나 포기했는가 하는 것이 하
나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를
결정한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계
시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경적인 원칙들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다음 이야기는 이것을 잘
보여 준다.
수년간 저자인 조이 도우슨 부부와 알고 지
내온 노인 한 분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병상에
서 그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물어왔다. 그것은 그가 젊은 날 하나님께서 주

려 놓을 때에야 비로소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
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
로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
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내려 놓는 것만큼 중
요한 것은 없다.
5.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기
이것은 여러 조건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
분이다. 우리는 그분께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
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되 관심의 초점을 우리의 문제가 아닌 그분
께 맞추도록 해야 한다. 눈부신 아름다움과 위
엄과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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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속에 그리는 것도 좋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삶 속에서 하나님
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려야 하는가? 단지 우리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든 말씀하
실 수 있는 시간을.
6. 음성의 근원지 분별하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여섯 번째 조건
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상을 불러 일으키는 세
가지 근원지에 대해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이
다.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두 번
째 음성은 자기 자신의 음성이다. 이것은 우리
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논리나 우리 자신의 욕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다. 자신의 욕구는 때때로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
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눅 22:42)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
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우리 자신
의 생각과 욕구에 대해 죽어야 한다. 우리가 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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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
님은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또한 사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인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만 한다. 사탄과 마귀들은 성경 말씀을 틀리게
인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특정 성경구절
로 인도할 수도 있다. 사탄의 목소리는 강하고
급하며 강요한다. 사탄은 늘 어떤 위기 상황으
로 우리를 몰고 가서는 우리로 어떤 행동을 급
히 하도록 만든다.
반면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일관성
이 있고, 우리에게 잠시 물러나 조용히 기다리
며 듣도록 권면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
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야 4:7)”고 말씀하신다. 우리
는 항상 우리가 받은 인상의 근원지가 어디인
지 시험해볼 수 있다.
하루는 저자인 조이 도우슨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세 차례나 기
도를 가로막으며 새신자의 집에 가보라는 강
한 소리가 들렸다. 지금 그녀에게 도움이 급히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 집과는 여기서 거리
가 매우 멀었고, 안 그래도 저녁에 가볼 참이

었다. 대적의 작전 중 하나는 우리가 진지하게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를 산만케 하는 것이라
는 사실을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자신의 시간과 힘을 다른 곳에 소진하게
하는 이 소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
다. 받은 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
증해 달라고 구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으므
로 그 소리들을 잠잠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제어했다. 그리고 기
도를 계속해 나가자 더 이상 혼동시키는 소리
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
운데 있다고 하는 놀라운 평강이 가득했다. 그
날 저녁 도우슨이 새신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마침 낮에는 아이들과 외출했다고 했
다. 만일 대적의 목소리를 따라 낮에 방문했다
면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하
며 좌절했을 것이다.
사탄은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여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멈추도록 만든다. 그 목소리는 크고,
강요하며, 주장하는 어조이다. 우리 목자 예수
님은 이끄시지만 사탄은 쿡쿡 찌르며 몰아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의 권세
로 모든 마귀의 세력에 대해 잠잠하라고 명령
하라. 이 세상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그 이름
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말이다. 이제 자신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잠잠케 했다면 하나님
의 음성만 남았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한 시간 내
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감사하라. 감사만이
우리를 좌절과 혼동, 불신, 후회와 심지어는 하
나님을 향한 반역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 우리를 흥분
시키는 것 중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와 의사소통을 하시기 위해 선택한 방법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그
분의 음성을 듣는 일은 평생을 해온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평범한 적이 없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개인
적으로 친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성경을 임의로 펴서 우연히 손가락이 가리키
는 구절을 찾아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기계적
으로 행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 우
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
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성경을 위엄
있게 펴시고는 그분의 답이 있는 구절로 우리
의 눈을 이끄실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항상 하
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을 동반하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말씀
하신다. 환상이나 꿈, 천사, 초자연적인 표적,
환경, 제비 뽑기 등을 들 수 있다. 하나님은 듣
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마음속에 들리
는 음성,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 성령의 은사,
음악과 시, 다른 사람, 간증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특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
리의 육체적인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우리 영
의 귀에는 분명히 들린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
니라”(요 10:27). 우리가 하나님과 단 둘이 조
용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시간을 보내
면 보낼수록 우리 영의 귀는 그분의 음성에 더
친숙해진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는 방법에는,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왔
다는 강한 확신과 더불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강이 있게 마련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6). 만일 마음 가운데 이러
한 확신과 평강이 없다면 당신이 받은 인상을
행동에 옮기지 말라. 기다리고 다시금 하나님
의 얼굴을 구하라.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

주의사항
-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는 질문을 간단
하게 하되, 한 번에 한 가지씩 여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혼란이 온다. 이는 하나
님께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없어서
가 아니라, 각 질문에 대한 응답들이 서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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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
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질문들을 떼어 놓기
를 기다리신다.
-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가 교만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난 하나님과 대
화할 수 있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 중 한 사
람이야.’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자유롭
게, 그리고 자주 대화를 나누는 수많은 하나님
의 자녀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보여 달
라고 해야 한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밝혀 주실 수 있다.

- 항상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지 점검해볼 수
있다. 그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는지,
그 주제에 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벗어
나고 있지 않은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
품 및 방법과 조화를 이루는지. 또한 거룩하지
않은 방법이나 사랑 없이 하는 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을 방해하는 일 등은 절대 하나
님이 명하시는 일이 아니다.

음성 듣기의 예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저자의 영 가운데 목
돈을 한 선교단체에 주라고 말씀하셨다. 하지
만 수중에 돈이 없었기에 그녀는 “만일 하나
님이 그 돈을 제게 주시면 분명히 전하겠습니
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셨다. “네 작은 차가 있잖니. 그것을 팔아 돈
을 마련하렴.”
의지를 다 바친 종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반응은 간단했다. “네, 그러지요.” 그
차는 작고 오래된 고물이었기에 그녀는 그 차
를 파는 책임이 하나님께 넘어간 것이 기뻤다.
하지만 유일한 교통수단인 이 차를 판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
께 받은 인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지 성경말씀으로 확증시켜 달라고 구했다. 열
심히 구한 지 3일째 되는 날 묵상 중에 하나님
의 응답이 이메일처럼 다가왔다. “너희 소유
를 팔아 구제하여”(눅 12:33). 이보다 더 분명
할 수는 없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종이 누리는 혜택은 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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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결과의 책임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떻게 일하
실지 무척 궁금하였다.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이 차를 얼마에 팔까요?”였다. 그분은 그녀의
영 가운데 금액을 말씀해 주셨고 그녀는 감사
드렸다. 이후 남편이 중고차 중개를 하는 자신
의 친구에게 차 값을 의뢰했더니 그녀가 하나
님께 응답 받은 그 금액 그대로를 말하는 것
이었다. 또한 남편이 동료에게 그 차 이야기
를 하자 그는 그 값이 자기가 지금 아들에게
사주려고 하는 바로 그 금액이라며 바로 차를
사버렸다.
차를 팔고 며칠 뒤 친구가 영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가도 되겠느냐는 전화가 왔다.
마침 바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그녀를 취하라”는 응답을 주셔서 그대로
했다. 그래서 만나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친
구가 다른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했을 때 지금
은 교통편이 없다고 얘기하자 친구는 놀라며 “
아하! 내 차를 누군가에게 무기한 빌려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바로 그 임자였군요!” 하고 말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차를 사용
할 수 없는 섬에서 선교사역을 하도록 부르셨
기 때문에 자신의 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
나님께 거듭 여쭤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
무런 응답이 없으셔서 이상했다는 것이다. 그
친구가 일하고자 하는 선교단체가 하나님께서
바로 저자에게 돈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
던 그 선교단체였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그
녀는 작고 오래된 차를 포기한 대신 훨씬 좋은
차를 받은 것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
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시 84:11).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은 얼
마나 기쁘고 안심되는 일인가. 우리는 단지 그
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
정리: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박소나 기자

특집 2 -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대사

김

하중(註1), 그의 별명은 ‘기도하는 대
사’(大使), 곧 ‘하나님께 묻는 대사’였다.
그는 대사로 봉직하면서 대소사를 하나님께 물
었고, 그 대답대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
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이뤄
지는 기적을 무수히 목격하게 된다. 그는 정부
를 대표한 대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Ambassador
of God)이기도 했다.
그가 주중(駐中)대사로 봉직한 6년 반(정부
수립 이후 해외에 파견된 직업 외교관 중 최
장수 대사 기록)의 세월은 하나님의 뜻이 하
늘에서 이뤄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는 데
진력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나날이었다. 그
는 이 직분을 다니엘의 심령으로, 느헤미야의
심령으로 수행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권력자들
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義)만을 구했다. 어떠한 인적(人的) 네트워
크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의 얼
굴만을 눈물로 구하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의 백성을 구하고 돕는 일에 자기 목숨과 직
책을 걸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중대사로 파송하신 까닭
이 에스더처럼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 4:14) 하는 결연한 자세로 자신의 직책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는 것임을 알고 최선
을 다했다. 또한 그는 주중대사로서 중국과 중
국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어떤 사람의 경
우에는 15여 년에 걸쳐 만 번 이상의 기도를
했다. 그의 간절한 기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중(韓中) 관계가 더욱 강화된 것은 물론이
고, 중국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큰 힘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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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그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도전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세상
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마 28:18-20)라고. 이 대사의 직분을 능력
있게 수행하려면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듣는, 영적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제 그의 저서 <하나님의 대사>중에
서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듣고 순종하여 얻은 축복의 이야기를 그의
육성(肉聲)으로 들어보자.<편집자 주>

진정한 축복
나는 36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돈
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마음에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루려다 보니 남이 잘되
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많고, 사랑도 여유도 없었
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갖는다 해도 답답하
고 불안하며 남을 미워하고 산다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할
지 모르지만 축복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의지한다. 그렇
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가 어렵다. 세상 사람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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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
들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교
회를 다니고 성경도 읽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
같은 방법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
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으로는 계속 갈등을 겪
으면서도, 육신의 정욕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진다. 그러다 결
국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세상
적인 성공에 매달리게 된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실망과 좌절이
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를 끝까지 사랑
하고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은 없다. 시간이 지
나고 상황이 변하면 결국 사람들은 변하기 마
련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
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여호와를 경
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고, 여호와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
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부와 존귀
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다. 지혜이신 예수 그
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귀, 그리고 영원한 생
명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다.

리더는 기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길 원한다. 리더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 결정이 올바른 사
람은 훌률한 리더가 된다. 중요한 일을 앞두
고 결정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수없이 회의
를 하고 협의를 하지만 결국 리더가 최종 결정
을 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
고, 가야 할 방향을 모르면 담대할 수가 없다.
내가 주중대사로 일할 때 대통령에게 6월 말이
면 사스(註2)가 끝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담대함이다. 대체 누
가 그런 중대한 일에 자기 의견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
문에 담대할 수 있다.
지도자가 싸움에 이길 수 없으면 사람들로
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갈 길을 인
도해주지 못하면 존경을 받을 수 없다. 그러

므로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기도해야 한
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통치의 권세
를 가질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
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과 같은 지도자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
고 그랬기에 담대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담대하고 길을
아는 그들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나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30년 동안 하
나님을 떠나 있다가 1994년에 딸의 금식을 계
기로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세
례를 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서서히 세상적
인 즐거움을 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
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았다. 폭탄주를 열잔씩 마
시던 것도 몇 년 전부터 포도주 한 방울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른 세상적인 즐거움으로부
터도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
고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
시는 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다. 이전에도 그랬
지만,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이
후 누구에게도 나의 인사(人事)문제에 도움을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혹시라도 내 입에
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으실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공직에 오래 있다보니 때때로 사람들이 나
를 욕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했지만 나는 항
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했다. 지난 15년
동안 신문에 나에 관한 나쁜 기사나 나를 혹독
하게 비난하는 칼럼이 실려도, 나 개인의 공격
이나 비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이나 반박
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나는 오히려 그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
도하고 축복했다.
내가 주중대사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뒤에
서 ‘대사가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그렇
게 해서 외교가 되나? ’ 하고 비방했다. 그 사
람들의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맞다. 그러
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데 반드시 골프
치고 술을 마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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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 먹고 골프 안 치고도 최장수 주중대사가
되었다. 그들이 아무리 뒤에서 욕을 해도 하나
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셨으며 나를 높여
주신 것이다.
내가 통일부 장관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뒤
에서 ‘통일부 장관은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한
다’고 비아냥거렸다. 그 사람들은 장관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장관이 일을 안 하고
는 하루도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모른다. 그리
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쁜 중에도 시간
을 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관
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
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세상이 주는 위협이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
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다. 나를 비난하
고 욕한 이들은 내가 그 말을 듣고 무서워 할 줄
알았겠지만 나는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
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으로서 사람에게 변명을 하거나 사람을 쳐다
보려고 하지 않았다.

영(靈)의 기도를 하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 같은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조
금 더 벌기 위해서, 또는 명예나 권력을 조금이
라도 더 얻기 위해서 왕의 신분을 포기하고 어
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답게 생각하고, 말하
고, 행동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신분을 망각하
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 사람들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
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
(靈)으로 기도하지 않고 혼(魂)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
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
리는 성령의 사람인데도 매일 혼으로만 기도
한다. 혼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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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통
이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기도
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응답을 받지
못하니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기도하기가
싫어진다. 마침내는 기도를 포기하고 그냥 육
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육(肉)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영
(靈)의 사람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인
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끊임없이 고민한다. 수없이 만
나서 회의를 하고 의논도 해보지만 인간이 가
진 한계 때문에 그 결과는 항상 미지수다. 그렇
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령님은 항상 답을 주신다. 이스라
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
지하고 살면 놀라운 인생이 시작된다. 이것이
답이다.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
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다. 바로 그 길만이 항상 승리하는 길이고 의
로운 길이다.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거
나, 다른 영적인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받거나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
을 주셨을 때 이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복을 허락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의 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
기의 소중한 것을 내려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한 행동은
주중대사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려고 연연했
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나
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면
서 당신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나는 지금도 2001년에 주중대사로 부임할
때 개인용 차로 구입한 구형 그랜저를 타고 다

닌다. 외교관이 해외에 나가 2년 이상을 근무
하면 새 차를 구입해서 귀국할 수 있다. 그래
서 2003년 말부터 차를 바꾸고 싶은 마음에 몇
번이나 기도했고 구체적으로 차종까지 적어놓
고 매달려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직도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의 계획
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알기에 나는 섣
불리 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길에서 고장나 멈춰 버리는 자동차를 타
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나의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이라 확신한다. 그래서 매일 아주 작은 일까지
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명전권대사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살
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영(靈)으로 기도하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게 될 것으로 믿는
다. 그리하여 어느 경우에도 걱정하거나 근심
하지 않으며,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령
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또 당신이 자신
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룩한 소명감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
여, 하나님 나라의 진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
기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기도할 것이다. 하
나님께서 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을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일으켜 주시기를 기
원한다.

(註1) 서울대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에 합격하여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대통령
의전비서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중
대사를 거쳐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떠오르는 용 중국>이 있고, 현재 온누리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
(註2) 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 21세기에 최초
로 등장한 신종 전염병. 사스는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廣東省)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세계 30여 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후 2003년 7월 5일에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정식으
로 통제되었다고 선언하가까지 전 세계적으로
8,500여명의 환자와 8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
고 퇴치되었다.
2003년 4월 3일에 미(美) 국무성은 ‘귀국허가
지침’(Authorized Departure)을 발표하고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 귀국을 희망는 대상자는 전원
귀국 조치 하였다. 그리고 4월 29일에는 일본정
부도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들의 사실상 철
수를 결정했다.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본국으로
철수하는 상황에서 김하중 대사는 우리 국민 어
느 누구도 사스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
님의 말씀과 보여 주신 환상을 통해 교민들을 철
수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인
들과 고난을 함께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한중관
계의 중요한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
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사스 퇴
치 운동에 재정적 지원을 유도하여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정리: 금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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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 -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책의 저자인 트레이시 윌리암슨은 청각
장애자다. 두 살 때 뇌염으로 청력을 읽
고 눈도 조절작용의 장애로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시각 장애자인 메릴린
을 만나 지금까지 함께 사역하고 있다. 그녀와
사역 중,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은사가 주
어지고, 그 후 여러 저술과 강연을 통해 하나님
과의 대화와 그 음성을 듣는 법 등에 대해 간증
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고린도 전서 14장을 통
하여 두 가지의 은사, 즉 방언과 예언의 은사
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한다. 성경의 말
씀대로 방언의 은사가 그를 사용하는 개인의
영적 삶에 큰 유익을 준다면, 예언의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공동체의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을 준다. 이 은사들을 어떤 경우에는 부정
적인 영역으로 이해하여 비판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가 없거나 잘못 사용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
기보다는 파괴하여 묶어 버리고, 낙심하게 하
고,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
의 간증과 깨달음을 통해 그를 다시 들여다 본
다. (편집자 주)
그녀는 처음에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
는 한 교회에 다녔는데,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
도하고 예언하고 구원 받고 자유롭게 예배드
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그
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어떤 저항할 수 없
는 힘에 이끌려 말씀을 대언하거나 이상한 행
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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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모습을 상상하며 겁을 먹고 있었지만, 사
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두려움, 즉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더 두려워하며,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게 해 달라고 매달리는 자신
을 발견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 둘 모두 틀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평범한 날 오후, 학교로 가는 경치 좋은
골프코스 사이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주위의 아
름다운 경치에 빠져 문득 길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 보았다.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데 아무
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의 맘 속에 분명한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네가 마음껏 즐기도록 이 모
든 것을 만들었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
는 지 볼 수 있게 말이다.” 그녀는 그렇게 분명
하고도 친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후로 간혹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어느 집회에서는 강사가 전하는 말씀의 특
정 부분이 그 집회에 참석한 한 특정한 여인을
향한 것임을 강한 느낌으로 알게 되고, 곁을 지
나가는 그 여인에게 자신이 느끼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상담을 원하고 그 후 서로
의 기도와 상담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강한 열정을 새롭게 한다. 그녀와의 상
담 내용은 결코 신비스럽지 않은 현실적인 문
제들이었지만, 그를 통해 신비한 성령님의 강
한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
한 외로움을 느끼게 된 한 여인에게도 상담을
통해 하나님이 그녀와 같이 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그녀가 그녀의 새로운 이웃과 같이

기뻐함을 원한다는 마음을 전해 주었다. 그를
통해 그 여인은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잘 아실
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소망과 기쁨
을 안고 돌아가기도 한다.
그녀는 실수도 경험한다. 사실과 다른 말들
을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상처를 받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도
한다. 그런 중에 분별의 중요성도 깨닫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 늘 깨어
있기를 구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전하는 하나
님의 위로와 마음은 오히려 상처를 더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는다. 하나님의 음성
을 듣고 전하는 중에 주의해야 할 일들은 다
음과 같다.
1) 공동체를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
은 개인적이긴 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공동체
에까지 미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 악한 열매를 주의하라. 하나님의 음성 듣
기를 구할 때,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이 성장
하고 성숙해지도록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
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신
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을 주게 된다.
3) 반드시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를 격려하고픈 순
수한 갈망으로 인한 것이겠지만, 그런 갈망을
마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인 양 해석한다면,
잘못된 영적 권위를 낳게 되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일부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생성되어 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4) 전달하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
성을 전할 때,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위
협적이거나, 권위적으로 전할 때, 하나님의 자
비와 은혜가 아닌 우리 자신의 교만함이 먼저
돌출하기 때문이다.
5) 균형 잡기.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모
든 것은 제시하셨으므로 그 외의 다른 방법으
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
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만이 월등함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균형 잡힌 생각이 필

요하다.
6) 나는 유익한 지체인가? 우리는 우리가 받
은 은사를 통해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그를 위해 자신의 의견,
기도응답, 받은 말씀 등을 포기할 수도 있어
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마다 그곳에는
항상 열매가 맺힌다. 우리 안에 맺힐 뿐 아니
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한 효과로
열매 맺힌다.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음성
을 듣고 전함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기를 구
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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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 -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찰스 스탠리

스

탠리 목사는 미국 남침례교단의 총회장
을 두 번 역임했으며, 전 세계 크리스천
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제일침례교
회(First Baptist Church) 담임목사로 섬기
며 성경의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성도
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
국 전역에 방송되는 TV-라디오 프로그램 <인
터치(In Touch)>에 성경공부 교사로 출연하
고 있으며, 1998년에 설립한 ‘인 터치 미니스
트리(In Touch Ministry)’를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과 풍성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돕
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실제
체험과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과의 관
계를 통하여 얻은 진리를 책과 설교를 통하여
전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점을 제시
하는 목회자로 유명하다.
리치몬드대학을 졸업한 후,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학사, 그리고 루터라이
스 신학원에서 신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
다. 저서로는 “용서”, “영원한 구원”, “역경을
이기는 법”(이상 두란노), “하나님의 연금술”,
“믿음으로 유턴하라” (이상 넥서스CROSS), “
깨어짐의 은혜”(올리브북스), “내게 맡겨라” (
브니엘) 등이 있다. (편집자 주)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혹은 다른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의식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
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묻
곤 한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
렘으로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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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
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일이 결코 주
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22절)라고 말했는
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
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의 일들을 생각함이라.”(23절)라고 꾸짖으셨
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둘을 구
별하지 못한 베드로의 딜레마가 또한 우리에
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 본다. “당신은 하나
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 나에게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
험은 없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대화’한다

는 이야기를 한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마음
을 알게 해 달라고, 그리고 저의 생각을 이끌어
주십사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을 쏟아낸다. 마치 아버지와 이야기하듯이 차
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 나
의 마음을 이끄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나는 ‘대
화’라고 생각한다. 즉,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 책은 하나님
이 이 시대에도 말씀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들과 분
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 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성경에 기초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와 동일하게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들
이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
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혼탁한 세상에
서 삶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귀가 닫
혀 있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아는 일
에 가장 큰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일방통행의 신
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예수님은 요 10:27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
확히 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
야기하고 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면
두 음성은 쉽게 구별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은 이것이 가능하지만 초심자는 문제가 되는
데 이것은 목자와 오랫동안 지내왔던 양은 목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쉽지만 갓
태어난 양은 음성을 듯기 어려운 것과 같은 것
이다. 그러면 우리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
성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에 충실하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이나 관계를 말하지 않는다.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아는 바로는) 우리는 정결케 되고
불순종에 있지 않게 되며 로마서 8:1에서 말하
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토대로 살
지 않으면 쉽게 사탄에 속임을 당하게 된다. 하
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 안전
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가운
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들은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맞설 수 있고 어떤 대적을 만나도 물
리칠 수 있으며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해도 극복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을 지키시고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다.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가장 값진
교훈!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
울이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유익한 일은 없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경
험이 시작될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
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

2.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지혜와 배치된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자
연스럽고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을 무너뜨
리게 된다. 마태복음 5:39에서와 같이 ‘누구든
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쪽도 돌려 대라’
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것을 이사야 선
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
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
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나희 생각보다 높음이라.”(사 55:8-9)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희생제
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이러한 명령이 악
한 영에 의한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왜
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라고 그에게
결코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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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한 것이었고 그가 이에 순종함으
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가
계속 증가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다시 한 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열심과 열성
을 가지고 예수님께 신뢰와 충성심을 보이긴
했지만 문제는 그러한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
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사탄은 속임수의
명수이다. 그의 재빠름과 간교함으로 이브와
아담을 속여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
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 속임수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
들이심을 부정하기까지 하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요
한일서 4:1-3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
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
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
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
니니⋯”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더 많은 음성들이 하
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해를 끼친다. 사탄은
정문을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저는 사탄입니
다.”라고 말하지 않고 뒷문으로 다가와서 가
장 교활하며 확신에 차고 설들력이 있는 목소
리로 속삭인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속이
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종교적인 언어로
느슨하고 그럴듯하게 포장시켜 하나님으로부
터 받은 영감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필
요하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
어야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르
침을 위해 목회자들을 보내셨지만 우리는 우
리에게 영적인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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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되며 스스
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목소
리와 사탄의 목소리를 구별하며 하나님의 방
법과 세상의 방법을 구분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

4. 꾸준히 기다리라.
성경에는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결
정을 성급하게 하라’고 말하시지 않는다. 물론
신속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
고 우리가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그 상황으로 서
둘러 갈 수도 없다. 사탄
은 항상 우리를 순식간
에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데 이 이유는 우리가 지
체하고 시간이 충분하다
면 상황을 다시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편 27:14는 “너
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에 힘을 주시
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고 하였
고 또 시편 62:5에서는 “내 혼아, 너는 하나
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
다.”고 하여 인내하고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
다. 하나님은 모든 자세한 일들을 적절한 시
간과 장소에 두기를 원하신다. 구약에서 사울
왕은 성급하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그 권좌를
잃은 사람 중의 하나이다(삼상 10:8). 이와는
반대로 느헤미야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결과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었다.
사로잡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
울며 며칠 동안 애도하여 금식하고, 하늘의 하
나님 앞에 기도하며” (느1:4) 하나님의 응답
을 기다렸다. 사개월이 지나서 왕을 통하여 그
허락함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

5. 하나님의 음성은 결과를 중요시한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결
정하라. 그 결과는 염려하지 말라.”고 속삭인
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결
과를 중요시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 아브라
함이 하갈을 대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중
요시했었다면 하녀를 통하여 자식을 얻으라는
사라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받을 가혹한 징벌을 생각했었다면
상황을 식별할 수 있었던 요압의 충고를 받아
들이고 그 계획을 중단하였을 것이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자, 그리고 즐기자.”
라고 충동질한다. 그러면서 “내일은 네가 죽음
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은 슬
쩍 감춘다. 사탄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잊
도록 하는 존재이다. 신약에서도 결정으로 인
한 결과들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하
나님께서 말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염두에 두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결정을 하
면 나의 가족, 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질문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
라 또한 내일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것이라는 것을 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질 수 없다. 즉,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에 확신
을 줄 주는 없는 것이다. 골로새서 3:15은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어머니는 “찰스야,
저녁식사가 6시에 준비되니까 그때까지 돌아
와라.”고 말하곤 했다. 곧바로 친구들과 어울
려 놀다 보니까 6시가 되었다. “찰스, 찰스!”
어머니의 목소리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순
간적으로 그것이 어머니의 목소리임을 알아차
렸다. 그것은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자라왔기
때문이었다. 많은 어머니들이 내 이름을 부를
수는 있겠지만 오직 내 어머니의 목소리에만
내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에 이야기하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시
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응답하는 것은 지극
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행동이다.
<정리: 김창선 기자>

6.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찾아오는 가장 보
편적인 현상은 영적인 평안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평안을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
님의 평강”(빌 4:7)으로 표현했는데 이러한 평
화는 견고한 요새처럼 우리를 둘러싸서 염려,
좌절,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이러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
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게
된다. 때에 따라서 특별한 문제를 놓고 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경
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불안해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의심해야
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남에게 확인하려고 하지
않으며 단순히 그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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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곡한 기도수첩을 펼치며

중

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
에 다녔지만 내게 있어 하나님은 나의 잘
못을 찾아 벌 주시는 두려움의 존재였다.
어느 날, 어린 두 딸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
고 있는데 문득 ‘이제는 내 가정을 내 기도로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후 매일 10분 정도씩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석 달쯤 하다가 연말이 되어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성전에 걸려
있던 십자가가 가슴으로 들어오며 어머니로부
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여호와는 자비
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는 성경말씀이
귀에 울렸다. 나의 지나간 일생이 하나의 점으
로 응집되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의 십
자가로구나~’ 하는 회개가 나왔다.
눈물로 지새운 다음 날 아침, 나는 다른 세
상,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많은 눈물을 흘
리며 2달 반 걸려 성경 일독을 마쳤을 때 여호
와의 증인이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
스로 살아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존재가 예
수를 살려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말문이 막힌 나를 보며 일주일 후 재방문
하겠다며 그들이 돌아간 후 “이단에게도 이렇
게 무너지는데 사단에게는 어떻겠는가? 하나
님 미안해요~”란 기도를 하는데 섬광처럼 머
리에 꽂히는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 일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깜짝 놀라서 성경을 펼쳐보니 “태초에 말
씀이 계시니라~”로부터 시작된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임을 말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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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는데 성령님이 하나인 것은 어디 있는가
생각하며 성경을 두두둑 넘기는데 눈앞으로
튀어 오르는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
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을 받으라”(요 20:22).
그 말씀을 보는 동시에 창세기가 내 눈앞에
펼쳐졌다.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
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단절되
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성령을 받을 때
에 다시금 회복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졌다. 삼
위일체가 믿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말씀 읽기와 기도생활은 올
해로 만 이십 년이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
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잠 31:22).
새벽이면 나의 아름다운 기도의 방석에 앉
아 교회 중보 기도 제목과 기도수첩을 펼쳐놓
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낸다. 기도수첩 속
에는 온갖 자질구레한 일들부터 성령 하나님
이 아니면 하실 수 없었던 기적의 사건까지, 내
삶 속에 동행하신 성령님의 흔적이 가득하다.
‘너무 육신적인 기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면 한나를 생각한다. 한나가 원했던 것은
오직 아들 하나였지만 한나의 육신적인 기도
를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선지
자 사무엘로 응답하셨다.
밤이면 산책을 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의 원
함과는 다르게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소
리를 귀로 들으며 두 팔을 높이 든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
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
소서”(시 141:2).
기도와 말씀 묵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기도를 통해서 풀어놓는 육신적인 요구들을,
성령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어
인 성경말씀으로 다시 꿰어주신다. 기도란 나

의 앞서 성령님께서 가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며, 기도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
시는 성경말씀 앞에 인간적인 모든 욕심이 사
라짐을 경험한다.
나의 신앙의 롤모델은 친정 어머니이다. 젊
어서 홀로된 고달픈 과부였지만 성경이 말하
는 참 과부의 인생을 살며 오직 기도로 두 아들

의 3대 구조 안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며 나
로부터 시작된 또 다른 3대를 위하여, 아이들
을 가정예배를 통해 성경을 이야기하고 기도
를 가르치며 제자 훈련한다. 대학을 마치고 집
으로 돌아온 큰 아이는 자원하여 중보 훈련 받
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길을
걷고 있으며, 작은 아이도 다소 느린 걸음이지
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
두 팔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나⋯ 일평
생 하나님 앞에 나의 팔이 승리의 깃발로 펄럭
이기를 바라며⋯ 손주들을 보게 된다면 나의
유창한 한국말 실력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싶
다는 작은 소망도 가져본다.

을 목사로 키우셨고 지금의 내가 있게 하셨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
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
라”(신 4:9).
신앙훈련은 3대가 하나로 묶여 있음을 보게
된다. 나는 자녀교육을 ‘제자 양육’이라고 정
의한다. 나의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를 제자 훈
련시킬 수 있는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교
육이란 생각을 한다.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신앙생활이 이미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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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폭발 간증문

조미숙 집사

전도폭발 훈련을 마치며

사

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 16:26)

우선 저처럼 부족하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
랑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무사히 졸업했을 때 김성
희 목사님의 권유로 전도폭발을 처음으로 마
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아니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고 생각했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고 여겨왔던 나의 신앙생활, 그저 내 가까이에
있는 식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
는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생각 뿐이었습니다.
나처럼 입술이 둔하고 외우는 것하고는 거
리가 멀어 제자훈련 때도 남들보다 두 배 이상
의 노력을 해야만 겨우 외울 수 있었던 부족한
나의 모습, 다시는 스트레스 받는 암기 쪽으로
는 어떤 훈련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쳤지만
성령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자꾸 전도 훈련팀
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결국 무릎 꿇고 말았
지요. 그리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
음으로 전도 폭발팀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
여 예비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을 훈련 중에 깨
닫게 하셨습니다. 12주 동안 배우고 읽고 외웠
던 모든 것들을 현장 실습을 통해 두렵고 떨리
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했던 나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따뜻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
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 고생스럽게 시간도

없는데 괜히 했나 하는 후회도 잠시 마음속에
했었지만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
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
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열 가정을 방문하고 한 가
정은 7일 후 재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
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형제,자매들을 통하
여 제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
락해 주셨습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
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어 이제는 천국에 들
어갈 자신이 있다고 확신 있게 대답하시는 것
을 바라보며 저 또한 감격과 감동으로 인해 그
분들을 꼭 안아드렸고 또한 40대 초반의 자매
님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복음의 소식을 들
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귀 기울이
는 모습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감동을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솔직한 모습에
서 자녀들에게 걱정을 주지 않기 원하는 부모
님의 심정으로 모든 것이 행복하고 편안하다
고 하신 그 말씀 뒤로 노년의 외로움과 쓸쓸
함으로 허전해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참 모
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제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 확신을 위해 복음의 말
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
랑 때문이요, 놀라우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훈련 받는 중에 두 가지 진단 질문을 살며
시 물어보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하나
님 보시기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
했기에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남편⋯
저는 그날부터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
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떨리는 마음과 기도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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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전할 수 있었고 결과는 당연히 구원의 확
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평생토록 복음을 제시
할 기회를 얻지 못햇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처럼 전도훈련을 통하여 감히 상상도 못한 아
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그처럼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항상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
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
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 과연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나 스스
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도폭발은 내 자녀와 내 남편, 내 가정으로
부터 부모님, 친구, 친척, 이웃, 그리고 이 세상
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를 전도하
고 싶지만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몰라 두려워
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
든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켜 주
는,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전도 폭발팀에 등
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지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시
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에게도 이 일을 감
당하게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더 크시고
놀라운 일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
니다.
특히, 이 훈련을 받으며 감명 깊었던 일은
저와 한 팀이 되신 70,80을 바라보는 민화자 권
사님, 우화선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
정을 가지고 전도자를 대상으로 담대하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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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전하시는 모습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들의 삶
을 바라보며 나도 과연 저 나이가 되었을 때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
게 생각하며 순종하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
는 도전을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
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
으리라”(계 3:20).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모든 믿는 사랑하는 자
녀들에게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지상명령
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
니다.
하나님은 성경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방법과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
라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덤
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여 전도
폭발팀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나
가는 데 모두 동참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이 되시기를 감히 부탁드리며 이 일을 위해 수
고하시는 김성희 목사님을 비롯하여 정진선
집사님 또한 사랑하는 전도폭발 훈련자, 준 사
역자, 그리고 훈련생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사역
자의 삶을 살아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것만도 저로서는 너무
나도 감사한데 이처럼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
간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
며 부족한 저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의 묵상

조성완 장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니라.
저녁이 되어 어둠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 1-5)

태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 130만 배가 크고, 무게로는 33 만
배가 무거우며 밝기는 보름달의 50만 배가 밝습니다. 태양은 수소와 헬
리움으로 구성된 가스 덩어리인데 수소원자 4개가 폭발하여 헬리움 원
자 1 개가 되는 수소폭탄의 이치와 비슷합니다.
이처럼 쉴새 없이 일어나는 폭발의 연속 과정으로 열과 빛이라는 에
너지의 형태로 방출이 되며 이 에너지의 100 억분의 1 만이 1억 5000
만 Km 떨어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도달하여 지구상의 모든 생명
체의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태양의 온도는 섭씨 6000 도 입니다.
이 태양이라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
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내 영혼의 선율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송은 미국의 프레드릭 레만(Fredrick martin leman 1868-1953) 목사
가 1917년 캘리포니아의 패사디나에서 작곡
작사하여 1919년에 출판된 ‘Songs That Are
Different’ 제2권에 실렸던 곡이다. 우리나라
에 최초로 소개된 것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
행한 <청년 찬송가, 1959> 66장이 처음인데
지금 가사는 <새 찬송가 1962> 91장에 다시
실리면서 수정한 것이다.
이 노래는 레만 목사가 ‘하다무트(Haddamut, prelude, 1050)’ 라는 유대교 찬양시
중의 일부를 개작한 것이다. ‘하다무트’는 히
브리 명절 칠칠절 첫날에 십계명을 읽기 전에
부르는 찬송으로서 십계명의 서곡에 해당된다. 이 곡은 난해한 아랍문학으로 되어 있어 그
함축된 의미를 완벽히 번역할 수 없지만 독일의 유대인 회당의 찬양대 지휘자였던 마이르벤
이사크 노호라이(Meir Ben Isaac Nehorai)가 번역하였다.
레만 목사는 1948년에 낸 그의 저서 ‘하나님의 사랑’ 의 뒷얘기’(History of the Song,
The Love of God)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일을 하다가 잠깐 짬을 내어 아내가 준 도시락을
쌌던 신문을 펼쳐 들었다. 거기에서 기가 막히게 좋은 히브리시를 발견하였다. 나는 레몬 박
스에 걸터 앉아 벽에 기대어 몽당연필로 1절과 2절과 후렴을 작사하였고, 3절은 그 히브리시
를 운을 맞춰 고친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레만 목사는 1868년 독일에서 태어나 4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와 아이오와에 정착하였다. 그
는 11살에 예수를 믿고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한 후 목사가 되었고,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장이나 병원에서 일을 하였다. 또한 틈만 나면 찬송시를 써서 나
사렛 출판사를 통하여 5권의 시집을 냈다.
<21세기 찬송가 해설> 중에서
정리: 박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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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가을이면
포도나무에서 마른 잎을 떨구어 모아...

이

곳 글리보께 시골에는 포도 농사를 많
이 한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늦은 가을이면 포도나무
에서 마른 잎을 떨구어 모아 불을 지피지요.
그러다 보면 온 동네가 흰 연기로 가득하답
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눈을 뜨기 힘들지만
기분 나쁜 냄새가 아닌 냄새는 구수하고 눈
에도 영향을 주지 않네요.
1주 전에 산에 첫 눈이 내리고 영하로 떨어
져 겨울이 오는가 싶었는데 겨울이 아직 준
비가 덜 되었는지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습니
다. 작년 이맘때는 마샤와 함께 눈발 내리는
가운데 건축하느라 무척 분주했었고, 무엇보
다 신종플루에 걸려 생명의 위태함까지 있었
고, 여러 위태위태한 사고들이 살짝 스쳐 지
나갔었던 해였는데... 지금은 그저 은혜만 넘
쳐나고 있네요.
어제 막 발코니 지붕공사를 마치고 나니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지붕 깨질까
살살 걸으며 온 몸에 긴장을 하게 되니 마치
온 몸을 맞은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예배를 드리고 나니 하
은이와 성진이가 멋진 글을 통해 사랑의 고
백을 하네요. 그러니 모든 피곤과 힘든 것들
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곳 집시 산모들은 배가 불편한 가운데
집집마다 전전하면서 구걸을 한답니다. 게
다가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업고 3-5살은 걷
게 하면서 함께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고 이
아파트 저 아파트를 전전하며 구걸을 한답니
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 비밀번호를 설치

하여 집시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있는 실
정이지요. 문제는 그렇게 뱃속부터 구걸을
배운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도 적응하지 못
하고 부모가 했던 행동 그대로 전전하면서
대를 물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년이면 이러한 산모들 몇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주일에 격일로 초청하여 산모 가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33

정 모임을 이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는 12월에 첫 모임을 가져서 그들을 섬기고
자 하는데 현지 침례교회 여자 성도님들 몇
분을 초청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요청
을 한 상태입니다.
집시 가정들 거의가 결혼 등록을 하지 않
고 살고 있답니다. 이유는 남편 없는 여성이
아기를 갖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이고, 게다가 아기를 가지면 월 10만원
의 지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집시 여자 아이
들이 돈 벌기 가장 빠른 방법으로 13세부터
아기를 갖기 시작한답니다. 가정 폭력은 이
미 태아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것이지요.
태아부터 시작해야 20년 후 그들이 하나님
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기초가 준비 될 것이
라 믿습니다. 어린이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진행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이곳
의 실정이지요. 태아부터 어린 시절을 잃은
집시들의 삶 속에 어른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내 것, 내 것 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채워도 채
워도 채워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도 채우시지 않으신가 봅
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채우시지 않고 푹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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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하시니까요... 길르앗 광야 공동체가 하
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되어 깨진 항아리들
이 깨진 구멍들을 통해 잠겨지게 될 수 있
도록, 그래서 일천 년간 무너져 왔던 가정
과 관계가 회복되어 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이 섬김에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 손을 꼬옥 붙잡아 주세요. 저희 기도
와 섬김의 손이 내려 오지 않도록.
망치질을 많이 하면 이튿날 퉁퉁 부어 있
는 손을 봅니다. 사실 왼손도 아픈데... 오른
손을 주물러 주어야 오른손이 일을 할 수 있
답니다. 그리고 오른손도 왼손을 주물러 주
지요. 다리가 아프면 그 아팠던 두 손이 다리
까지 주물러 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건
축이 이루어짐을 또한 봅니다. 가정과 선교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나눔의 광장

정승원 (Pre K 교사)

교사수련회를 다녀와서

지

난 9월3일-4일, 1박2일 일정으로 업스
테이트의 리조트로 주일학교 교사 수
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기억을 하나하나 더
듬어 글을 써보려 합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뭐가 기억에 있을까 잠시 고민하였지만, 그
래도 몇 가지의 소중한 추억의 조각들이 생
각납니다.
먼저 첫째 날 저녁식사 이후, 예배시간의
목사님 설교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신 신평진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예수님의 일행을 접대한 마르다
와 마리아 이야기가 본문이었습니다. 그것
을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적용하여 설교하셨는데, 개인
의 노력으로 임하는 교사의 자세도 중요하지
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실하고 구별된 그
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 주어 그것으로 아이
들에게 감동을 주는 본질을 잃지 않는 교사
가 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동시통
역사를 자처하신 목사님의 한영 동시 설교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의 즐거운 기억은 둘째 날의 게
임시간이었습니다. 팀을 정하는 방식은 M
&M 초콜릿을 나누어 주셔서 자기가 먹은
색깔이 자기가 속한 팀의 색깔이 되게 하셨
습니다. 한 알만 주신 것이 좀 아쉽기는 했
지만 참으로 Sweet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런 귀여운 발상을 누가 하셨을까요? 제가 속
한 팀은 저와 마찬가지로 게임의 은사가 전
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였답니다. 거의

처음부터 꼴찌 군단으로 있다가 막판에 까짓
거 더 잃은 것도 없는데 하며 사용한 찬스로
인하여 기가 막힌 점수차로 꼴찌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게임행사를 주관하신 공평한 임종
한 집사님께서 단지 일등에게 선물을 먼저
고를 수 있는 선택권만 부여하셔서 꼴찌팀인
저에게도, 눈여겨 두었던 아주 아줌마스러운
페이퍼 타올 한 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
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따뜻한 기억이 된 조그만
선물주머니가 생각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에 애용하라며 교육부서에서 마련한 것인데
거기엔 조그만 모듬 땅콩과 마른 과일 팩 및
조그만 Beef jerky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들으라고 주신
CCM첼로연주 CD와 함께⋯ 너무나도 세심
한 배려가 담긴 사랑스런 선물 주머니에 집
으로 오는 길 내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저희들에게 황송한 대접
을 제공해주시고, 기획하고 기도하며 수고하
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지 않는 교
사로 임하며 늘 우리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격려
와 사랑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감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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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코스 간증 1

김현진 집사

신앙생활의
큰 전환점이 된 알파코스

할

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끝이 보이
지 않았던 첫째 주의 설레임은 뒤로 한
채 12주라는 시간은 아쉽게도 너무 빨리 지
나가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알파코스를 끝내게 되었음을 부끄
러운 입술로 고백드립니다.
솔직히 알파코스를 듣기 전, 저는 오랫동
안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지 않으시는 하
나님께 조금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
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능성의 문들
을 하나씩 닫아 버리시는 무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저를 정말로 사랑하고는
계신지 의구심마저 들게 되었고, 어디로 가
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확신이 없어
무척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
던 중 김정준 목사님의 권유로 알파코스를
듣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
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배운 내용이 모두 소중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강의와 그 후 가진 기도
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생각
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
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
니? 네가 나를 알기 이전부터 난 이미 널 택
했단다. 난 너의 시작 뿐만 아니라 끝도 알고
있단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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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들리자, 저의 몸
은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제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엇인가로 덮어
지는 느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걱정
과 근심, 그리고 상처의 조각들이 강렬한 태
양 아래 눈 녹듯이 씻어 내려가는 느낌. 그것
은 바로 이 시간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
니다. 이 죄인을 잊지 않으시고 돌아올 때까
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
각하니 감사의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전에 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하며, 한 손엔 세
상의 잣대를, 다른 손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울질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하나
님의 사랑이 온 몸으로 느껴지자, 제가 고난
이라 규정지었던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느
덧 감사함의 조건으로 변화되었고, 제 마음
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고 세상 그 무엇
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
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끓고 나오기나 했었
을까요? 저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앞에 나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
의 은혜였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해지자, 이제는 기쁨이 찾
아왔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아무것도 염려하
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
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 4:4-7). 이전엔 그
냥 유명한 성경구절 중 하나라고만 느껴졌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뿌리 박히는 순
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
뻐하라는 겁니까?’라고 물으며 하나님께 따
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
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야 함을 깨달았습니
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
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물
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
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기쁨
이 넘친다면, 삶의 무게로 인해 좌절하거나
혹은 더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진 않
을 것입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
다. 하나님은 이미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육신
의 눈과 귀는 그것을 읽고도 듣고도 그냥 흘
려 버리니 말입니다.

로 인도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아름다
운 섬김이 있었기에 저희가 은혜 속에 마칠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선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었던 이형주,
김혁 형제님, 항상 기쁨으로 설교를 하셨던
김정준 목사님, 무거운 몸으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여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주셨던 강
성희 사모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묵묵
히 들어주셨던 소그룹 리더들. 그리고 일요
일 2시면 지친 몸을 이끌고 어김없이 찾아왔
던 알파코스 참가자들. (우리는 간증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
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준 아름
다운교회.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하
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어찌 보면 알파코스
는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
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을 더 알고 싶어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
음이 더 강렬해졌으니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항상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제
마음 밭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야겠다는 다
짐을 해 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
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
어지길 소망하고, 알파코스에 참여했던 귀한
형제 자매들이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의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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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코스 간증 2

이혜경 집사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시

작할 때는 좀 길다 싶었던 12주의 알파
코스를 마치게 되니, 그동안 누렸던 은
혜와 기쁨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간절함
으로 알파코스에 임하게 되었는데⋯ 주님께
서는 12주간 내내 제게 눈물과 감격, 회개를
쏟아내게 하시며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참
생명이 없었던 저를 매일매일 기도로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
해 주셨습니다.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주님
과의 인격적인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니, 제
마음은 온통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믿음 생활은 교회 테두리를 그리 벗
어나지 않은 채 형식상의 기도가 있을 뿐, 뜨
거움도, 간절함도 없는 습관적인 신앙이었습
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
지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부족한 믿음이
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부끄러운 저를 주님께서는 이제껏 인내하시
며,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인도하고 계셨습
니다.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았던 제 손
을 잡아 주시며, “난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
님께서는 늘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저
는 이제야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알파코스를 듣는 기간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회개하는 심령을 부
어주신 것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
악과 허물 때문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나만큼만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양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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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면 되지.”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
로가 정의한 ‘의’의 틀에 나 자신을 끼워 맞
추며 살던 제게 주님은 깨달음이 있는 회개
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껏 별 반성이
나 느낌 없이 담담하게 전해지던 탕자의 모
습이 회개 후에야 처절한 저의 모습으로 다
가왔습니다. 탕자를 측은히 여기시며 한없
이 넓은 마음으로 그를 기꺼이 맞으시는 사
랑의 주님께서 저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알파코스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
났습니다. 주님 앞에 조금 가까이 다가서려
하니 사탄이 금방 알고 소심한 저에게 낙심
할 일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상시 침착
한 남편은 어이없는 일로 팔에 부상을 입었
고, 이틀 후에는 뉴욕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해 백여 년 된 나무가 남편 사무실 건물로
쓰러지면서 많은 손상을 입히는 황당한 일도
있었으며, 큰아들에게는 건강에 이상이 생겼
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
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전과는 달리 담대하게 모든 걱정을 그분
께 내려놓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
게 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
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
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8~10).
일시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선하
신 주님께서는 건물의 문제도 은혜스럽게 회
복시켜 주셨고, 아들과 남편의 건강 문제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난으로 생각되던 문
제들을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니,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며 선한 길로 인도
하시는 좋으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
셨습니다.
제가 알파코스를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
장 많이 터치하신 부분은 제 아이들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간섭하고 염려하고 세상적
인 바람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가 되지 않
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제 아이들이 먼저 하
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놀랍
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한대로 응답을 주셔
서 당신이 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제 생활
속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큰아이에게 일시적
인 건강의 이상을 느끼게 하셔서 이제껏 끊
지 못했던 술과 담배를 끊게 하셨고, 더욱 주
님을 의지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
다. 또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fantasy와 같다고 말하던 막내 딸은 성령님
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다고 교만하게 성경책을 덮어 버렸던
제 둘째 아이는 뜨겁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
면서 지금 현재는 휴학을 하고 하나님의 은
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언어와 문화가 생소
한 곳에서 고생스럽고 힘들겠지만 주신 사
명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살
고 있습니다.
사실 둘째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휴학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과 저는 마
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대학
을 졸업하기 바랐고, 선택한 선교지가 마음
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곳이어서 노심초사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전
전긍긍해 하는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그러더
군요. 자기마저도 내려놓으라고요. “너도 나
중에 자식 낳아 봐라”라고 한 마디 하고 말았
지만 다정하기만 했던 아들의 자신도 내려놓
으라는 말은 저를 오랫동안 서운하게 했습니
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제 아이의 마음이 너
무 간절했고 또 주님께서는 일 년 반에 걸친
시간 동안 그 아들의 일로 저를 단련시키셨
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그 아들을 내
려놓고, 당신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
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자유하도
록 평안을 주셨습니다. 결국 아이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이제껏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
던 응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아이를 축
복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알파코스로 같이 은혜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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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멀리 있는 두 아들, 그리고 딸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뻐하는, 주
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버거운 문제들을 내려놓고 내 삶을 위탁하니
좋으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
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
로 마음을 울리고, 기쁨으로 삶에 전해져서
주님을 향해 변화하는 제 모습을 만나게 되
고, 제 삶을 풍성하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껏 저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지금 잡고 계신 제 손을 꼭 놓지 마시고, 사
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늘 인도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닫혀 있던 제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준 알파코스⋯ 저에게는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과 열
정으로 알파코스를 인도하신 김정준 목사님
과, 진솔하게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
하며, 각자의 삶에 임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
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던 형제 자매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교
지에 가 있는 제 둘째 아이를 위해 계속 중
보기도해 주시는 교우님들께 깊은 감사와 사
랑을 전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
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
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
으니”(고린도후서 4:6).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도 그 빛을
만민에게 비추어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
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
광을 함께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
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나미
(Northport 목장)

항상 공기와 더불어 있어
그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은혜가 공기만큼 충만하여
그저 지나쳤습니다
코가 막히고서 숨쉼을 깨달았고
은혜의 강가에 첫발을 딛고서야
가슴의 돌멩이를 슬며시 내립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 쓰시던 그 손길이
매만지고 싸매 주셨기에...
주님!
옥합을 깨뜨려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마리아이고 싶습니다
영생의 샘물로 인해
다리 물길로 오지 않게 되는
수가성 여인이고 싶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고 섬기는
수넴 여인이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손 높이 들던 믿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겸손히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주님 은혜의 잔이 넘쳐 족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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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보고

우크라이나 단기선교를 마치고

우

크라이나에 가기 전 2개월쯤 팀장님께서
이 선교팀에 의사가 꼭 필요하다며
요청하기에 생각해 본다고 했지만 9월에
휴가가 예정되어 있고 10월 선교 가는
동안에 다시 병원을 닫을려니 잠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말 안 듣다가 요나처럼 괜히 고생만 할 것
같아 순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여기저기
많은 분들에게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져서 사실은 민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없는 텃세가 선교팀에는
있더군요. 여러 번 갔던 팀원들이 겁을 주는
데 비행기내 음식이 아주 나쁜데 먹을 수는
있다고 하지 않나, 우리 중 막내인 김 집사는
우크라이나에서 국내 비행기로 갈아타야 하
는데 그 비행기는 붕 하고 엔진이 걸렸다가

후두둑 꺼졌다 한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반도 3배 크기로 유럽에
서 2번째로 큰 나라이며 대평원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내 비행장은 40
년 전 한국의 Bus Terminal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의 순수함에 정감이 가는 도시였습니
다. 물에 석회가 많아 병에 있는 정제된 물만
먹는데 그 자체에도 석회가 많아 평균 수명
이 짧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선교는 여러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교회 리더들의 부흥회
같은 모임을 우리 아름다운교회가 지원하고
그 교회 리더들을 북돋아 말씀을 전하는 2
차적인 복음 전도의 방법이라 생각되었습니
다. 이번에는 17명의 선교사님들과 180 명의
리더급 형제 자매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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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한번 모이는 이 모
임을 위하여 대부분이 10시
간 내지 15시간을 걸려 오십
니다. 가장 먼 거리는 헝가
리와 슬로바키아와의 경계
에 사시는 분들로 19 시간을
걸려 여기 가나안 공동체에
오게 되는데 모두가 이 모임
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
는 마음으로 오신답니다.
이분들이 전체 강의가 시
작되니 얼마나 경청을 하시
는지 소그룹으로 나뉘어 활
동을 할 때나 우리 단원들의
강의식 토론을 할 때면 얼마
나 진지하게 하는지 모두가
순수하고 깨끗한 옥토밭을
가진 분들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여기저기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고려인이라 불리더
군요. 같은 민족인데도 처음에는 우리말을
한 마디도 안 하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 중에 70%가 고려인으로 러시아에
서부터 유배되고 냉대와 멸시 속에서 희망없
이 버려진 우리 민족이지만 고유한 자신들의
언어를 극심한 환경 속에서 잃어버리고 러시
아인들과의 혼혈로 정체성까지 흔들려 버린
불쌍한 우리 한민족이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는 고려인 50만 이상이
힘겹게 살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같은 우리
민족인가 모를 정도로 말을 아끼던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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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
사투리 같은 짧은 우리말이라도 쓰시는 것
을 보며 한없는 우리 민족의 서글픔을 느끼
며 다시금 언어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한글을 다시 배워 더 많이 얘기하자는 어
느 집사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할머
니를 보며 잃어버린 희망을 드리는 것 같아
기쁨도 가져보았습니다. 이분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 드려야 되
지 않을까 하는 책임의식까지 느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자신들도 우크레인어나 러
시안어를 해야 하므로 매우 고생이 많으시
더군요. 가난한 삶 속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

셨는지 한 분의 손은 딱딱한 나무를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지에서 의료 진료는 120명을 하였는데
의료 사역을 통하여 보니 많은 분들이 고혈
압이나 당뇨로 약을 못 드시고 계셨습니다.
약값도 비싸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
황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번 선교에는 주
님께서 세관원들의 눈을 감겨 주심으로 모든
선교 물품이 무사히 통과되어 충분한 약을
드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드리며 헤어져야 할 때 서로 마
음의 벽이 허물어져 처음에는 까칠하게 유창
한 영어로만 통역해주던 어느 고려 혈통의
중년 여인도 얼굴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환한 웃음으로 말을 대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선교에서 주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단기 선교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생각
해 보았습니다.
“단기선교를 통한 복음 전도에는 여러 방

BROWN

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선교사님의 현지 언
어를 통하여서만 복음전도가 될 수 있다면
이 우크라이나식의 단기선교가 가장 효과적
이지 않을까? 또 여기에 희망 없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와 같은 한민족을 주님께 인
도 할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
님, 우크라이나에 저희를 보내시고 처음부
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고려인들을 통
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신 주
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최태식 집사

ACADEMY
Spring Break Special program
ᬵᬵᯝ ᯝ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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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상식

양명운 검안의

안과 상식
선

진국에서 가장 실명률이 높은 황반변증과
건강한 눈의 관리를 위한 상식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거나, 부분적으로 안 보이면 황반 변증을 포함
한 황반이나 황반 근처의 질병이므로 안과 검
사를 받아야 한다.

황반 변증
망막 변증(ARMD: Age Related Macular Degeneration)
망막의 황반이 손상되는 질병으로, 증상은
중심 시력이 흐리거나 선이 똑바로 보이지 않
거나 부분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다. 한쪽 눈
의 시력이 좋은 경우 반대쪽 눈의 질병의 증상
을 못 느낄 수도 있고, 그저 나이가 들었으니
눈이 침침하리라 생각하고 병을 키우는 경우
가 많다. 초기(dry AMD)에는 치료 방법이 없
다. 그러나 진전이 되어 출혈이 일어나는 단계
(wet AMD)가 되면 시력이 손상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하므로 망막 전문의
(Retina Specialist)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집에서 암슬러 격자판(Amsler Grid)으로
본인이 쉽게 검사할 수 있는데 암슬러 격자판
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법: 돋보기나 reading glasses를 쓰
고, 눈에서 30cm 거리에 격자판을 잡고 한 눈
을 가리고 한쪽 눈씩 검사한다. 중심의 검은 점
을 보면서 격자판의 선들이 곧지 않거나, 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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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슬러 격자판

황반 이상

고혈압, 콜레스테롤, 비만증과 흡연등이 황
반변증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일주일에 5접
시의 야채로 항산화 그리고Lutein, Zeaxanthin, 비타민 C, 비타민 E, Carotenoids, Selenium, Zinc등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예방을 위해 좋다.

안구 운동
몸의 다른 부위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일주

일에 3~4번 몇 분정도의 짧은 시간을 내어 안
구 운동을 한다면 눈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
안도 지연시켜 돋보기의 사용도 늦출 수 있다.

고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들어오게 하고 그
림자가 지지 않도록 한다.

1. 안구를 움직이는 여섯 개의 근육 운동
30cm거리에서 펜을 크게 움직이면서 얼굴
은 움직이지 말고 두 눈만 펜을 따라 움직인다.
a. 양 옆으로 3번, 그리고 아래 위로3번
반복한다.
b.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린다. 3번 반복한다.

↔ ↕ ○ ∞
c. 나비 모양으로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
으로 그린다. 3번 반복한다 .

2. 수정체를 조절하는 모양체근을
튼튼하게 하는 초점 운동
펜이나 손가락을 30cm거리에 놓고 멀리 벽
에 타겟을 붙여놓고 멀리 있는 타겟을 쳐다보
고 펜을 쳐다본다. 다시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10 번 반복한다.

시력 관리
TV, 컴퓨터, 게임 등으로 눈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 어린 나이에도 안경을 사용해
야 되고 성장기가 지나 더 근시나 난시가 심해
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눈이 나빠
지는 경향이 있다. 독서나 콤퓨터 등 가까운 거
리에서 눈을 사용할 때에는 1시간마다 5 ~ 10
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이때 가능하면 멀
리 보아(창밖을 내다 본다든지) 모양체근을 쉬
게 해 줌으로써 눈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가까이 볼 때 멀리 보는 안경보다 약간
더 플러스 쪽으로 처방하여 눈을 편한하게 해
줌으로, 눈이 나빠지는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
다. 독서거리나 책 보는 자세 그리고 조명이 중
요하다. 편안하게 물체를 볼 수 있는 조명이 좋
고 너무 밝아도 눈에 피로감을 주고 좋지 않다.
불빛은 눈으로 90도 각도로 직접 들어오지 않

약시(Amblyopia)
어린이의 시력 발달은 대개 5~6세 정도까
지인데, 그때까지 뇌가 선명하게 보는 것을 배
우지 못하면 영구히 선명하게 보지 못하여 시
력이 약해진다. 시력 개발이 멈춘 후에는 아무
리 안경을 씌어주어 잘 보게 하려고 해도 정상
시력 1.0(20/20)이 될 수 없는 약시가 된다. 근
시는 약시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원시나 난
시가 주 원인이 되므로 5세 전에 조기 발견하
여 안경으로 교정해 주어야 한다. 사시 수술도
5~6세 이하에 해야만 약시를 막을 수 있고 양
눈의 시력 차이가 커서(부동시안) 나쁜 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 5세
전의 시력검사가 중요하다.

양명운 집사
검안의
Tel. 718. 281. 3136
219-02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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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마당

우리 살아남은 자들
Mort Künstler

150 주년을 맞는 미국 남북 전쟁 (Civil War)
을 되돌아보기 위해 Nassau County Museum
of Art 에서는 Mort Künstler가 남긴 Civil War
에 관한 그림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했습
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시작하여 2011년 1월
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For Us
the Living”입니다.
작가의 창의적인 활동과정을 보여줄 그의
스케치들, 그림들, 예비 스터디, 사진과 소도구
들로 뮤지엄의 1 층과 2층을 꽉 채워 열릴 이번
전시에는 documentary objects까지 포함하여
약 50종류의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Mort Künstler의 이 그림들에서 우리는 Civil War 당시
의 느낌과 드라마를 고스란히 느껴낼 수가 있
습니다. 그림들 대부분은 작가의 소장품들이
고 일부는 다른 개인이나 공공기관의 소장품
을 협찬받은 작품들입니다. Civil War를 묘사
한 동시대의 선두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그의
작품은 드라마틱한 강렬함과 치열한 탐구끝에
살아나는 범상치않은 진정성으로인해 크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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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을 받고 있습니다. Civil War 역사가이자 ,
Stonewall Jackson 자서전의 작가인 Dr. James
I. Robertson Jr.는 “Mort Künstler는 이시대 최

선의 Civil War artist– if not of all time.” 라고
하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선임임
원이며 Abraham Lincoln과 Civil War 시대의
정치적 문화에 관해 전국적으로 선두자적 권
위를 갖고 있는 Harold Holzer 도 Künstler에
관해, “그의 예술세계는 대단하다, 그는 수많
은 사람들을 Civil War art 의 세계로 끌어당겼

다.”고 했으며 퓰리쳐상 수상 역사가인 James
McPherson 또한 이에 동의하여 Civil War field
를 그려낸 그 어떤 작가도 Mort Künstler 만큼
인간성이나 리더쉽적인 분위기, 그 자리에 같
이 있는 듯한 기분, 그 역동적 드라마를 같이
나누는 듯 한 바로 그 분위기를 잡아내지 못한
다."고 극찬했습니다.
1998년, Mort Künstler의 The Civil War 전
시는 NCMA 의 관람기록을 깨면서 Top-drawing Shows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1931년에 태어나 뉴욕의 Oyster Bay에서
살았던 Mort Künstler는 Brooklyn College,

UCLA, Pratt Institute에서
수학하였습니다. 일러스트
레이터로 크게 성공한 그는
Newsweek, Saturday Evening Post, Mad Magazine
and Boy's Life 등에서 할당
해준 작업을 해왔으며, 그
의 정밀도는 National Geographic의 역사적 토픽을 시
작하게 했으며, 이를 계기
로 저명 역사가들과 같이 일
할 기회를 갖게되었습니다.
CBS TV로부터 미니시리즈,
"The Blue and The Gray"에
들어갈 그림을 위탁받으면
서 가까운 artist들의 Civil
War Association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
다. 그 시리즈를 위해 그려진 "The High Water
Mark"는 가장 정확하게 Gettysburg전쟁의 움
직임을 잡아낸 묘사로 알려졌으며, 이는 1988
년 전쟁 125주년 기념 전시가 열린 Gettysburg
National Military Park Museum 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어졌습니다.
Abraham Lincoln이 쓴 게티스버그 연설문
에서 제목을 따온 이번 전시에서는 Mort Künstler의 그림을 보면서 전쟁을 불러일으킨 노
예제도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또하
나의 소득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데 헌납
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
들입니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
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Abraham Lincoln Gettysburg Address, 1863

정영숙 집사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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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실

김세화 전도사

새로운 10년을 위한
2011년을 기대하며

20

11년은 아름다운교회에 ‘사랑의 교실’
예배가 시작된 지 10년째로 접어드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사역을 맡게 된지 5년
이 됩니다.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이제는 아름
다운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이끌어가는 사랑
의 교실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교
회의 한 지체로서 뿌리내리는 장애우들이 참
으로 많아졌다는 것, 사랑의 교실 봉사가 좋
아서 아름다운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늘어간다
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고등학교 봉사자들 중에서도
기타나 드럼을 가르치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
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 장애 학생들도 봉사자
들도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
로를 인정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이
른 것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
인의 모습 중 하나이기에 기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저는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순수한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수 있
는 것이 너무나 가슴 벅차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전파의 목적이 아니
고서는 순수한 초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 직,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배우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어떤 직업이
근무자를 가장 우울하게 할까? ”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노인이나 아기를 대상으
로 하는 직종의 사람들이 우울함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양로원이나 보육
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노인들 혹은 어
린 아이들이 보다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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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
울함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뒤
로 식당 종업원. 사회봉사자, 건강관리사, 예
술가, 교사 등의 순서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
습니다. 오히려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가장 사랑
과 정성이 솟아나야 할 직업들인데 반대로 가
장 우울증을 느끼게 하는 직업으로 조사결과
가 나왔다는 이 기사를 읽으며 참 아이러니 하
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들은 그만큼 인정을 받고, 주는 것이 있
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하며, 성과를 칭찬받아
야 하는 속성이 뒤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
르다 증후군 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교실에서도 가시적인 결과나 장애우
들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민감하다 보
면 오랫동안 봉사하기가 참 어려움을 봅니다.
특히 장애우들을 가르치는 일들은 참으로
많은 인내와 수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burn out’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
도전서에서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심었
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
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내
머리와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만 사람들 사이
에서의 인정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도 연
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직 그 일을 주관하시
는 하나님께만 민감해집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교실’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
지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교회에 10년 동

안 장애인 사역을 끊임없이 행하시고 그 가정
들을 교회 안에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의 또 다른 10년을 위한 2011년을 계획해 봅
니다.
지난 5년간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사랑의 교
실 사역을 정착시키려 했던 것을 통해 이제는
한 사역자에 의해서가 아닌, 교사, 봉사자, 학
부모가 각각 자신의 분량대로 연합하여서 이
제는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모든 프로그
램 하나하나를 직접 운영해 나가며 한 세대,
한 세대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을 꿈꿉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
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영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이 아닌 내 능
력은 곧 고갈되며 썩어가는 냄새를 풍길 수밖
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 각자의 짐을 나누
어 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견고하
게 지어진 성도 그 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
면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경험
하는 가장 큰 사역의 적은 우리의 마음에 경쟁
과 분쟁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마음
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
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와 봉사자는 끊임없이 교육
되고 양육되어야 하며 장애우와 부모님들은
계몽과 개혁을 위해, 사역자는 끊임없는 도전
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몇 세대를 거쳐
도 아름다운 교회의 사랑의 교실이 운영되고

더욱 많은, 그리고 가장 중증에 속하는 장애인
일지라도 품어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철저한 소명의식을 지녀야 합니
다. 사랑의 교실의 사역은 모든 사역의 종합판
과도 같습니다. 그저 장애우에게 밥 먹여주고,
선물 주고, 생일파티 해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고 그들도 주님의 영
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
게 하는 것이 사랑의 교실 사역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난 12월 5일 발표회를 통해 우리
장애우들의 가능성과 높아지는 자존감 그리고
5년 동안, 또 지난 한해 동안 달라진 그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교회 사랑의 교실
은 막연한 기대와 허왕된 허세를 부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대신 장애인들이 그들 개개인에
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섭리를 발견하
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삶을 누리기를 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글을
마치려 합니다.
18년전 한국의 새내기 여대생답게 저도
‘채팅’이라는 문화에 아주 흥미를 느꼈었습니
다. 그때 평소의 저 답지 않게 왠 호기심이었
는지 ‘장애인만 들어오세요’ 라는 채팅룸을 들
어가 보게 되었고 그곳에는 24시간 그 방을 오
픈하고 있는 ‘방장’이라는 사람이 평생 누워
서만 사는 전신마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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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어릴 적에는 그래
도 조금 걷기도 했던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
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그는 잠잘 땐 누워 자
고 깨어 있을 땐 엎드려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저 참 지루하겠다는 생각에 한번은 주소
를 받아들고 지도를 보며 물어물어 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채 못되어 저
는 ‘아, 답답해’라는 생각과 잠시나마 장애인으
로서의 동병상련을 나누려 했던 모처럼의 착
한 생각을 후회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비틀어진 사고와 지극히도 피
해망상적인 시각들⋯ 그리고 정말 톱으로 베
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이 자라 올
라간 자존심⋯ 그러나 저는 그에게 그 어떤 말
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분노와, 아픔, 그리
고 애처로움으로 쏟아질 것 같은 눈물조차 그
의 앞에서는 참아주는 것이 그를 배려해 주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억할 수 없는 언젠가부터 다리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매일 아침 45도 비탈진 약
수터를 아빠와 왕복해야 했는데... 그는 자꾸
넘어진다고 걷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저를 일반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저희 아빠는
학교 정원을 위한 나무를 기증했는데... 그는
편히 집에 있으라고 그나마 특수학교도 초등
학교 4학년부터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발음훈련 해야 한다고 웅변학원, 글씨
가 느리니 암산을 배워야 한다고 속셈학원, 여
자는 악기를 못하면 그림이라도 배워야 한다
고 미술학원을 다녀야 했는데... 그는 뇌성마
비는 배워도 쓸모가 없다며 검정고시도 부모
님이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를 가졌지
만 동생들과 싸우면 언니답지 못하다고 꾸중
을 듣고 버릇없이 굴거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는 엄마에게 호되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장 슬퍼지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우리 애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너무나 비현
실적인 기대와 집착도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가능성과 욕구마저도
좌절되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성급
한 속단과 포기가 우리 장애우들을 그들의 능
력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의 교실을 처음 오는 학생들은 예외 없
이 입으로는 눈짓으로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 이걸 해요? 난 안해도 돼요⋯ 아무도 날 귀
찮게 하지 않는데 왜 이곳은 날 이렇게 귀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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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죠?” 그러던 그들이 1-2년이 지나면 “내가
이걸 했어? 나도 했네⋯ 우와 나 잘하나 봐 선
생님이 좋아하네!” 그리고 3-4년이 지난 지
금은 “나 이거 할 수 있을걸~ 어? 이건 어려운
데⋯ 그래도 저 사람은 담에 또 시킬 거야!” 라
고 너스레를 떱니다.
아름다운교회의 사랑의 교실은 하나님의 능
력 안에서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사가 있다고
믿고 각자의 달란트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자
녀로서의 권리와 기쁨을 맘껏 누리며 하나님
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리에 우리 장애인
들도 제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
다.
사랑하는 교사와 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부모님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
니다. 정말로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하나님
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힘을 내시어 때가 이르러 거둘 그날을 바라
보며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2011년이 되어지
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ŝᱥྙ᮹ෝእ⦽ᩍ֥᪅ᯥᔢĞ⨹᮹
↽┽.% ᕽᬙ᮹ݡ᳙ aᯕҥ۵౩ᯕᱡᱥྙ᮹ഭᬱ

보험 상식

보험의 선택
생명보험

그

동안 보험회사에 종사하면서 가입자들
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

니다.
“그동안 보험금만 냈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또는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입
니다. 물론 보험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상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보험의 개념은
갑자기 예상지 못했던 돌발된 사고로 인한 경
제적인 손실을 보상받는데 있기 때문에, 사고
처리를 하여 눈으로 보이는 보상금액만이 아
닌 보험에 가입되어 실효가 있는 기간 동안 매
일매일이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았던 한국은 보편적으로 보
험이 정착된 기간이 짧고 사회적인 구조와 판
매방식의 차이로 인해 이곳 미국생활에서 보
험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인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해서 집,
건강, 생명보험 등은 어렵고 힘든 이민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한 자산을 보호해 줄 없
어서는 안될 중요한 보험들입니다. 그 중에서
생명보험에 관해 살펴보려 합니다.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가입자의
생명(사망)과 관계된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입자가 받는 혜택
이라기 보다는 대부분이 남은 가족(또는 수혜
자)을 돕기 위한 보험입니다. 즉, 가입자가 사
망했을 시에 지정된 수혜자에게 보상금이 지
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생명보험의 사
망보상금액은 소득세 없이 가족(수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생명보험을 가입하기 전 여러 가지 고려해
야 할 것이 있지만 첫번째로 생각해야 할 사항
은 어떠한 보상의 목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점
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 은행 융자 완불
(은행 융자를 얻어 집을 소유했을 경우)
- 장례 비용 충당
- 남은 빚 청산
- 자녀들의 교육비 보조
- 남은 가족들의 재정적 필요
등등, 가입자가 사망시에 사망금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와
수혜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어떤 종류의 생명보험을 들어
야 하는지입니다. 종류는 크게 정기/기간제
(term) 와 종신(또는 평생- whole)으로 나
뉘어지며 성격이 조금 다른 유니버살(또는 변
동성- universal or variable), 보험금 환불
(return of premium) 등 회사마다 다른 특징
이 따라 제공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종류의
선택은 가입자의 예산을 같이 고려하여 선택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정기/기간제 보험은 말 그대로 기간이
정해진 보험입니다. 회사에 따라 기간의 차이
는 있지만 보통이 5년/10년/20년/30년으로 정
해집니다.
계약한 기간 동안 정해진 보험금을 변동없
이 지불하고 기간 안에 사망 시에만 사망금이
제공되며 선택한 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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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하거나 보험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장
점은 같은 사망금액일 경우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금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재개
약시에는 재계약시의 연령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보험금액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동안 지불한 보험금은 현금 가치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은 분들이 혼동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보험
을 가입하실 때 가입자와 보험주는 꼭 같은 이
름이 아니어도 됩니다. (INSURABLE INTEREST 가 누구냐에 따라 다름) 가령, 아이
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보험주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되고 가입자는 아이가 될 수 있다
는 얘기입니다.
이곳 미국은 여러 가지 제도 면에서 한국과
다른 조건들이 많이 있어 방법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갑자기 돌발하는 경우에 어렵게 일구어
온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은 한번
가입을 한 후에는 되도록이면 지속적으로 유지
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입자 본인
의 예산, 나이, 자산의 정도, 가족, 자녀의 수 등
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고 요즘 같이 경제적으
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신의 자산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은 중요한 준비요소
중의 하나라 생각됩니다.

반면, 종신보험의 장점은 기간이 정해져 있
지는 않지만 계약시에 정해진 보험금은 변동
이 없으며 현금 가치가 축척이 됩니다. 현금
가치가 축적됨으로써 배당금의 지급이 가능하
고, 대출이 가능하며, 현금 가치가 축적됨에도
불구하고 세금 유예(tax-deferred)의 혜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사망보상액으로
비교할 경우 보험 금액이 기간제에 비해 높습
니다. 또한 보험금을 평생 지불해야 한다는 것
이 많은 분들의 불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런 면 때문에 기간성(15년) 종신보험이던지 유
니버살이라던지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들이 회
사마다 제공되고 있으므로 자신의 예산을 잘
고려하여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가입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달
라지기에 연령이 낮을 때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즈음은 동일한 보험
료, 현금가치의 축척,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보
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어 자녀들의 생명보
험을 가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 뉴
욕주에서는 미성년자의 보험보상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가입자와 보험주가 동일하지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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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있는 여행

문석희 집사

비엔나에서의 하루

비

엔나의 새해 아침은 언제나 요한 스트
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로 시
작된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새벽 0시가
되면 스테판 대성당의 첫 종소리와 함께 전국
의 모든 방송이 일제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곡의 전파를 새해의 첫 방송으로 내보낸다. 경
쾌한 왈츠곡이 범람하는 거리마다 폭죽이 울
려 퍼지고 도나우 강변에서 쏘아 올리는 오색
찬란한 불꽃으로 온 도시가 밝아오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들고
있던 샴페인을 터뜨리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
며 새해를 맞이한다. 알프스 산맥에 둘러싸여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오스트리아는 태고의
신비스러운 자연 풍광이 주는 영감이 예술에
도 영향을 끼쳐 인류사에 빛나는 음악가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언제 들어도 싫증 나지 않는 감미로운 멜로

디로 소박한 아름다움과 사랑, 따뜻한 추억을
어루만지며 삶의 즐거움을 지순한 감정으로
승화시킨 모차르트, 끊임없는 고뇌 속에서 고
독과 싸우며 인간 승리의 작품을 남긴 베토벤,
죽는 순간까지 방랑생활의 참담한 고생을 떨
쳐버리지 못하고 피아노 한 대 없이 예술혼을
불태웠던 슈베르트 등 세계의 3대 악성이 모두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
또한 100개가 넘는 심포니를 작곡하여 교향
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이든과 브람스, 바그
너, 브르크너, 그룩, 베르크와 베베른, 왈츠의
황제 요한 스트라우스 부자도 모두 이 나라에
서 태어났다. 1년 내내 굵직한 음악회가 개최
되는 이곳은 새해에는 권위있는 신년음악회가
열리고 연말에는 송년음악회가 열리며 여름에
는 유럽 3대 음악 페스티벌의 하나인 90년 전
통의 잘츠브르크 페스티벌이 1개월간 개최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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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화려한 기교와 완벽한 하모니를 자
랑하는 ‘비엔나 플루트 앙상블’의 콘서트에 참
석하기 위하여 JFK 공항을 떠나 9시간 거리
의 비엔나로 향했다. 비엔나는 신의 땅을 향해
진군하던 십자군들이 자신의 소명을 되새기며
잠시 쉬어가던 곳이었다. 하얀 만년설에 덮인
알프스의 높은 봉우리들은 햇살 속에서 손짓
하고 비엔나 시내의 공원과 거리에는 음악가
들의 동상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다. 또한 비엔
나 골목 어딘가에는 그들이 살던 집들과 자주
찾던 선술집, 그들이 자주 드나들던 전통의 카

페가 그대로 남아 있다.
몇 번 찾아온 비엔나지만 이번 여행의 첫
방문지는 오페라 ‘보첵’을 작곡한 알반 베르
크(Alban Berg)가 태어났던 크라벤의 트라
우라 8번지였다. 비엔나의 랜드마크인 스테반
돔과 페터스 성당 근처에 있는 이 건물은 원
래 퀸스틀러 하우스의 전신인 ‘비엔나 예술 협
회’ 건물 이었다. 이 건물은 후에 일반인에게
임대했는데 이때 베르크 가족이 세 들어 산 것
이다. 그러나 베르크가 태어났던 이 집은 1899
년에 개축되어 지금은 카페가 들어섰다. 단지
건물 입구에 ‘작곡가 알반 베르크가 1885년에
태어난 집’이란 팻말만 붙어 있었다. 이곳에
서 다음 행선지인 13구에 있는 트라우트만 스
도로프가쎄로 향했다. 오스트리아 황실이었던
합스브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인 쇤브룬 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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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에 위치한 이곳은 예부터 귀족들과 부유
층이 살던 고급동네로 다른 곳과는 확연하게
비교되고 있었다. 남작의 후손으로 태어난 베
르크는 재산가의 딸이었던 헬레나와 결혼하고
가문의 지원을 받으면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이곳에 살면서 그의 대표작인 ‘관현악
을 위한 3개의 소품’과 ‘서정보음곡’, 오페라 ‘
보첵(Wozzeck)’과 ‘루루(Lulu)’를 작곡하였
다. 그가 떠난 지금 이곳은 그의 기념관이 되어
사용하던 집기와 악보, 각종 사진과 그의 생활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서 가까
운 막싱쉬트라쎄 거리에서 요한
스트라우스가 살던 집의 팻말과
바그너가 살던 집의 표지를 발견
했다. 바그너는 1863년 이곳 72번
지에 살면서 ‘마이스터 징거’를
작곡했고 오페라 ‘로엔그린’과 ‘
탄호이져’를 작곡했다. 한편 안톤
베베른(Anton Webern)이 태어
난 3구의 뢰벤사서 거리는 많은
관광객이 북적이고 있었다. 베베
른은 ‘릴케의 가곡’ 등 많은 서정
적 작품을 남겼지만 그가 태어난
집은 동화 속에 나오는 집처럼 환
상적인 분위기로 아기자기하게
지어져 관광명소가 되었다. 예쁜 커튼이 밤마
다 드리워진 이 집에 관광버스를 타고 온 관
광객들이 어린이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입
장하고 있었다. 그가 말년을 보냈다는 임아우
올쯔 8번지 집을 걸어서 찾아가는 도중 성 오
토마스 성당 앞을 지나갔다. 고딕과 후기 르네
상스의 절충식으로 건축된 이 성당에서 베베
른은 ‘뫼들림 남성합창단’의 지휘를 담당하며
작곡활동을 했으나 유태인을 솔로이스트로 썼
다는 이유로 5년 만에 지휘봉을 놓아야 했다.
베르크와 베베른은 유난히 변화가 심하고 암
울했던 같은 시대상황의 작곡가로서 음악으로
새로움을 추구했던 이들의 영혼이 살아 있었
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왕궁으로 향하는 비엔나 최고의 화려한 쇼
핑가 게른트너 거리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카
페, 각종 명품점들이 섞여 있었고 거리 예술가

들이 멋진 퍼포먼스와 악기 연주, 무대의상과
분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오페라 티켓을 파는
이들이 눈길을 끌고 있었다. 역사의 흔적이 더

덕더덕 붙은 이 거리의 바닥은 유명 음악가들
의 사인이 새겨진 타일이 깔려 있었고 모차르
트가 마지막으로 살았다는 집터에는 지금 스
태플 백화점이 들어서서 성업 중이었다. 백화
점 1층에 ‘모차르트 월드’라는 코너가 있어 여
기에서 그의 생애를 다룬 전시와 작품 기념품
들을 팔고 있었다.
이 거리에서 함스브르크 왕가에 제과를 진
상했다는 전통적인 카페 ‘데일’ 이라는 업소에
들어가 오스트리아의 명물 ‘말랑게’ 커피 한 잔
을 주문 했다. 이 커피는 카푸치노와 비슷한 맛
으로 블랙커피에 거품을 낸 우유를 섞은 커피
로 은은한 향기와 미각을 자극하는 담려한 색
감을 지니고 있었다.
근처에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먹자골목
에 있는 ‘그리헨바이젤’이라는 선술집은 브람
스와 바그너 등 예술가들이 자주 찾던 곳으로,
이들은 이곳에서 음악은 물론 당시의 정치와
경제, 철학과 사회문화에 대한 깊은 견해를 가
지고 의견을 나누었던 것 같았다. 지금도 이곳
의 분위기는 옛날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어 마
치 서울 명동에 있던 시인들과 문인들이 자주
들렸던 ‘은성’이나 언론 및 방송인이 자주 어
울리던 사직동의 ‘변대머리집’, 얼마 전 재개

발로 헐린 청진동 피맛골의 ‘청일집’ 같은 느
낌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에는 화려한 기교와 완
벽한 하모니를 자랑하는 ‘비엔
나 플루트 앙상블’이 펼치는 연
주회를 보러 ‘콘체르트 하우
스’에 갔다. 티켓은 이미 1년 전
부터 예약되어 동이 난 상태지
만 개막 시간 45분 전에 예약
이 취소된 티켓을 파는 박스오
피스에 가서 운 좋게 티켓을 구
할 수 있었다.
뉴욕을 떠날 때는 로린마젤
라 크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
봉을 잡았던 세계적 명성의 교
향악단 ‘비엔나 필하모닉’의 정
기 연주회에 관심도 있었으나
이곳에 와서 흔하지 않은 플루
트 앙상블이란 매력에 이끌려 플루트 연주장
으로 갔다. 1983년 8명의 비엔나 음대 교수들
이 주축이 되어 창단된 이 협주단은 소프라노
베이스 플루트, 알토 플루트, 일반 플루트와 함
께 모든 악기 중에서 최고의 고음을 내며 소리
가 먼 곳까지 전달되는 악기 피콜로까지 가세
하고 있어 다채로운 음색의 조화에 초점을 맞
추고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고전과 낭만 시대의 많은 실내악 곡을 직
접 편곡하여 연주하는 이들은 매우 다양한 레
퍼토리를 확보하고 전 세계를 순방하며 플루
트 앙상블의 진가와 새로운 세계를 보여 주고
있었다. 이날 공연은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
토 G장조 K137번을 비롯하여 롯시니의 소나
타 제 1번 G장조, 리바리의 ‘베이르트’, 스트
라우스의 ‘트리치 트리치’가 연주되었다. 또한
모차르트의 소실된 콘체르트 ‘카덴자’를 이들
이 구전으로 짜집기하여 테마를 복원하여 이
날 감격적으로 연주를 함으로써 만석의 청중
들로부터 아낌없는 환호와 함께 기립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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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아일랜드 여행기

김지홍 기자

썰매 타기

겨

울을 대표하는 수많은 야외활동 중에 어린이와 어른에게 최고로 뽑히는 것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썰매 타기 일 것이다. 썰매 타기는 스키나 스노보드가 개발되기 아주 오래 전부터
수많은 나라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즐긴 단연 최고의 스포츠다. 우리의 조상들은 겨울이 되면
쌀 포대자루를 썰매 삼아 썰매타기를 즐겼고 요즘 아이들은 조금 더 개발된 플라스틱 썰매로 신
나는 썰매타기를 즐긴다. 동네에 딱히 썰매를 탈 만한 언덕이 없다면 베스페이지 공원(Bethpage
Park)에 아이들과 함께 가서 즐거운 오후를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베스페이지 공원은 1970
년대까지는 작은 스키장이었
다. 아무도 이 스키장이 확실
히 언제까지 문을 열었었는
지 모르지만 이 공원을 소개
하는 작은 책자에선 1950년
과 1970년도 사이에 이 스키
장을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1970년도쯤에 스키장이 문을
닫았다고 추측하고 있다. 지
금은 큰 골프장이 있지만, 예
전에 스키장이 있던 곳이라
그런지 언덕들이 아주 가파
르다. 높고 낮은 언덕은 눈이
오면 썰매를 타기에는 흠 잡
을 곳이 없다. 베스페이지 공
원은 사계절 사람들에게 사
랑을 받는 곳이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에는 골프코스와 넓은 잔디밭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즐
기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 공원의 골프코스는 작년에 US Open이 개최되었던 곳이기도 할 만
큼 굉장한 규모와 언덕을 가지고 있다.
베스페이지 골프코스는 빨간(Red) 코스와 녹색(Green) 코스에서만 무료로 썰매를 탈 수 있
도록 허락한다. 이 코스들은 챔피언십 코스들로 경사와 길이가 썰매를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조건
을 가지고 있다. 입장료와 주차비가 없기 때문에 썰매를 타러 올 땐 개인의 썰매만 준비 해 오면
된다. 꼭 스키복이나 방수가 되는 옷을 입고 낮에는 눈 때문에 피부가 태양열을 더 많이 받게 되
니 꼭 선크림을 바르길 권한다. 그리고 간식을 준비해 가면 차로 공원 밖에까지 나가서 음식을
사와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눈이 오는 다음 날들에는 우리는 대부분 눈을 치워야 한다는 걱정에 눈이 오는 날을 한없이 좋
아하기만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서 눈
이 오는 날의 기쁨과 설레임, 그리고 예쁜 경치를 감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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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레시피

Joyce Kim

대구 양념구이
(Baked Cod or Salmon Stuffed)
오븐만 있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대구 양념구이는 손님 초대 요리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
는 요리로 좋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재료: 대구나 연어 또는 광어, 파, 양파, dill,
basil, 미나리 또는 watercress, 게살, 은어알, 마
요네즈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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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방법
① 베이킹 팬에 소금, 후추, 생강가루를 조금
뿌린다.
② 대구(연어)를 한 켜 덮는다.
③ 대구(연어) 위에 후추와 생강을 뿌린다.(소
금 제외)
④ 큰 볼에 파, 양파, 게살, 그 외의 야채를 다
져서 담는다.
⑤ 4)에 마요네즈를 넣어 버무리고 알을 섞
는다.

⑥ 대구(연어) 위에 5)번을 덮는다.

를 뿌려 먹어도 맛있다).

Tip: 이 요리의 주 재료인 생선은 대구를
사용하였으나 연어, 또는 두툼한 생선은 아무 것
이나 사용해도 좋고 또한 야채도 집에 있는 남
은 야채를 같이 잘게 썰어 섞어 주면 된다. 참
고로 대구 휠레 2개를 썼을 때에 마요네즈는
13~14OZ를 넣었다. 이 양보다 적게 넣을 경우
소금을 약간 생선에 간을 해 주면 된다.
⑦ 미리 400도로 맞추어 놓은 오븐에 약 20
분간 굽는다.
응용: 식은 밥이 있을 때 생선 대신 밥을 깔고
작은 새우나 작은 스케롭을 마요네즈와 알(스시
알이 좋음)을 섞어 버무린 다음 밥 위에 얹고 10
분간 구운 후, 파 다진 것을 뿌려도 좋음(핫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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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 속 식물

들호박
(들외, 들포도 덩굴, 돌수막): 엘리사의 제
자들이 국솥에 넣은 돌수박.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
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
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
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열왕기하 4장 39-40절)

식물 해설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
호박을 국거리로 따 왔으나 들호박에서 나온
독이 국에 퍼져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엘리사
는 가루를 풀어 해독시킨 후 사람들에게 나누
어 주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들호박
은 히브리어 원어로 ‘팍쿠아’이며, 솔로몬이 성

전을 지을 때 성전 안벽과 놋바다에 새겨 넣
은 박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
자가 따 온 것은 식용 박이 아니라 독이 든 야
생 박이었다.

성지에서 본 대회향
들호박은 이스라엘의 사막이나 모래흙에서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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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자란다. 모래질인 악고평야나 갈멜산 서
쪽의 해안, 여리고 부근의 요단강 하류, 사해
부근, 사해 남쪽의 아라바 계곡 등이 좋은 분
포지이다. 이외에도 샤론평야나 갈멜산, 쉬펠
라, 벧산계곡 등에서도 발견된다.

식물 모양
들호박은 다년생 박과의 식물로 암수 한 그
루이며, 구불구불한 덩굴이 땅을 기면서 자란
다. 덩굴손은 짧고 가늘며, 다육질의 잡초 종
류이다. 옅은 녹색의 잎들은 단단하고 앞뒤 모
두 거칠다. 5-7가닥으로 갈라져 마치 손바닥
모양이고, 매우 구불구불하여 파도형이다. 꽃
은 하나씩 따로 떨어져 피지만, 간혹 한군데에
몇 개가 모여 피는 경우도 있다. 노란색 꽃은
종 모양이며 가늘고 긴 타원형으로서 가장자
리가 구불구불하다. 열매는 오렌지 정도로 작
은 편이며, 어릴 때 잔털이 많다가 성숙하면서
없어진다. 익은 열매는 아주 노랗고, 녹색 또
는 노란색의 구불구불한 줄무늬가 있다. 한 마
디로 아주 작은 수박처럼 생겼으나 익으면 참
외처럼 노랗게 된다. 갈색 씨앗은 반들반들하
게 윤이 나고, 과육은 배변을 돕는 약재로 사
용된다. 철이 지나면 열매와 식물이 점점 마르
면서 과육도 스폰지처럼 되고 색깔도 희게 바
뀌면서 매우 쓰게 된다.
[정정숙 전도사의 ‘성서식물’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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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도서관 추천도서 (2011년 1·2월)
http://library.arumdaunchurch.org

신착 도서
365일 날마다 감사 | 전광 | 생명의 말씀사
성도들이 1년 내내 감사 속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다. 감사는 주어진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여
건에 상관없이 훈련되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강조
하는 저자는 우리 삶이 감사로 물들 때 진정한 행
복이 찾아온다고 역설한다.
같이 걷기 | 이용규 | 규장
이용규 선교사는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 이
후의 삶, 곧 십자가 신앙을 고백한 이후의 삶은 십
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며, 그분의 고난과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며 동행
하는 삶임을 강조한다.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이라 | 존 오트버그 (John
Ortberg) | 두란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을 일러주는 “영
혼 관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마음 관리”,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 관리”와 “대인 관계”,
하나님의 작품답게 사는 “행복”에 대해 들려준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 김용의 | 예수전도단
5 자녀를 모두 선교사로 키워 내고 그 자신이 온
전히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오면서 겪은 일과
생각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십자가 앞에서 자아
의 죽음이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겠지만, 십자가
의 은혜를 체험하면 저절로 복음을 삶의 중심에
놓고 예수님께 전심을 드리는 자로 변화될 것이
라고 말한다.
영적 가면을 벗어라 | 래리 크랩 (Larry Crabb) | 복있는사람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그
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내면의 고통과 욕구,
그리고 죄의 문제를 직면하여 참된 변화의 길로
들어서라고 권면한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
을 일으킬 것이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 | 마틴 로이드존스 (Martin
Lloyd-Jones) | 지평서원
1부는 세상이 인본주의와 변하는 사상을 내세우
며 진리를 뒤흔들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
하지 않으며 한결같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
며, 2부에서는 진리를 위협하는 거센 세파 가운
데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생명을 걸고 진리
를 지키고자 일어섰던 사람들에 대해 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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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명

저 자

365일 날마다 감사
C.S. 루이스 데일리 메시지
C.S. 루이스, 기쁨의 하루
같이 걷기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나는 뉴욕의 거리 전도자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이라
로마서-옥한흠 강해설교
리더여 변화를 경험하라
리더의 길
만족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십일조 부자
복음에 빚진 사람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
비전의 신을 신고 내일로 간다
사도행전 속으로 2-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아기 예수와 ㄱ ㄴ ㄷ
영적 가면을 벗어라
예수님의 임재 연습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
이재철 스페셜 에디션 세트
지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에덴에서 느보 산까지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타협할 수 없는 진리
포토 성경지명사전
하늘기업가 비즈너리
한국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 1

전광
C.S. 루이스
C.S. 루이스
이용규
김상숙
지용훈
존 오트버그
옥한흠
던 커즌즈
이철신
제러마이어 버로스
이성준
이민교
로날드 사이더
이동원
이재철
김용의
정원정
래리 크랩
앤드류 머레이
필립 얀시
이재철
한기채
케빈 말라키
마틴 로이드존스
이원희
신갈렙
윤석준

오디오북 (CD/DVD)
주의 길을 예비하라!-한국이여 부흥하라 (12 CDs)
Prayer Master Course-기도 마스터 코스 (DVD)
개역개정 정독성경 CD
공부해서,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크리스천의 올바른 재물관과 직업관 (2 CDs)
구연동화로 듣는 어린이 성경-구약 (2 CDs)
김동환의 다니엘 아침형 학습법 (CD)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옥한흠 목사의 로마서 8장 강해 설교CD
약속의 땅을 향한 로드맵 1-2 (CD)
우리 아이 처음 읽는 하늘빛 성경동화 (3 CDs)
웰빙가정의 10가지 법칙 (CD)
인생레슨 오디오북-이동원 목사설교(CD)

원베네딕트
김동환
옥한흠
이동원
이동원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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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D. Jamie, Jr. Funeral Chapel,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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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D. Jamie, Jr

Licensed Funeral Director Since 1969
NY(#01765) NJ(#4725)

5FMྕഭᱥ⪵
208-17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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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d
Licensedbybythe
theN.Y.S
N.Y.S
Department
DepartmentofofState
State No.
No.12000053274
12000053274

Licensed
Licensedbybythe
theN.Y.S
N.Y.S
Department
DepartmentofofState
Stat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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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mdaun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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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mdaun Korea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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