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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말씀 황인철 담임목사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

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

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30:9-10).

	

먼저	순종에	대해	생각할	때	기독교는	순종

을	바탕으로	되어진	종교라는	사실을	기

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

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더니	그	말

씀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난	바람과	바다

를	향해	“잠잠하라”	말씀하셨더니	“잔잔하여지

더라.”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세상에	왜	죄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롬	5:19a).	아담	한	사람의	불순

종	때문에	인류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

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구원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한	사람

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롬	 5:19b).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

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쉽게	이해하려면	‘명령과	

순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

순종의 신앙
Obedient Faith

“Then the LORD your God will make you 
most prosperous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and in the fruit of your womb, the 
young of your livestock and the crops of 
your land. The LORD will again delight in 
you and make you prosperous, just as he 
delighted in your ancestors, if you obey 
the LORD your God and keep his com-
mands and decrees that are written in this 
Book of the Law and turn to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Deuteronomy 30:9-10).

 

As we begin our reflection on obedience, 
we need to remember that Christianity is 

a religion based upon obedience. In the be-
ginning when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It was done so. Jesus re-
buked the winds and commanded the waves 
saying, “be calm”, and they were completely 
calm. The disciples were amazed and asked, 
“What kind of man is this? Even the winds 
and the waves obey him!”

How did sin enter into this world? “For 
just as through the disobedience of the one 
man the many were made sinners…”(Rom 
5:19a). Adam’s disobedience resulted in 
many people becoming sinners. So then, how 
is it possible for us, sinners, to not only be 
saved but also become the children of God? 
“…Through the obedience of the one man the 
many will be made righteous” (Rom 5:19b). 
Salvation was made possible for us through 
obedience of the one man, Jesus Christ.  

Therefore, thinking of ‘command and 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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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한	사건과	불순종한	사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

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순종이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

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

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

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

니라”(고후	1:19)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순종의	

모범으로	삼아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

십니다.	예수님은	일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아니요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

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일일지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

소서”	하시며	“예”	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예”만	해야	될	

텐데	그	“예”가	매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

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

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별안간	아

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이	합

리적인	명령입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

를	만들라	하셨는데,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배

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배를	만들려

면	바다	근처에서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	만들

어	놓으면	어떻게	바다까지	끌고	갑니까?	이런	

명령이	합리적인	명령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여

리고	성을	일곱	번	돌면	무너진다는	것이	합리

적인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믿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힘

든	사건들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는	일이	하도	합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고	했습니다.	100

살이	가까운	할머니한테	아기	낳을	것이라고	말

을	하면	누가	“예”라고	하겠습니까?	사라는	합

리적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늙어	단

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고	

꼭	일	년	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dience’ is a simple way of understanding 
Christianity. The entire Bible is filled with 
the events of obedience or disobedience to 
God’s commands. Ultimately, the life of faith 
is a training process in obedience to God.  

What is obedience?

The Bible shows that God loves the most 
those who obey Him, and despises the most 
those who do not. As it is written, “…For the 
Son of God, Jesus Christ, was not “Yes” and 
“No,” but in him it has always been “Yes” 
(2Co 1:19), we need to conform to the obe-
dience of Jesus.  Jesus never said “No” to 
God in his life. Even the crucifixion, he said, 
“Yet not what I will, but what you will”, and 
obeyed, “Yes”. 

Now, we ought to say, “Yes” to God as 
well, but saying “Yes” has many challenges. 
Many times, obeying God seems humanly ir-
rational. Was God’s command to Abraham, 
out of nowhere, to suddenly sacrifice his son 
Isaac, a rational command? Not only God 
commanded Noah to build an ark, but on top 
of a mountain. It would make more sense to 
build an ark near seashore, otherwise how 
could one bring it down to seashore if it was 
built on top of a mountain? Is this command 
rational? Is the promise that Jericho walls 
will fall if Joshua marched around it seven 
times rational?  

These events are hard to believe and hard-
er to obey. It is said that Sarah laughed after 
hearing God’s words to her, because God’s 
words did not seem rational. How could any 
elderly women approaching one hundred say 
“Yes” when they are told that they will bear 
a child? Sarah gave a rational answer. “God, 
I am worn out and old to have a child.” How-
ever, she had Isaac exactly a year later. 

This type of events illustrates how 
God’s thoughts and ours are different.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
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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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

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

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사	55:8).

순종이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주님	말씀	앞

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

입니다.

순종의 축복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이	있습니다.

1. 재앙이 취소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

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

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

시리라”(렘	26:13).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은	멸망	받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요나의	설교를	듣

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뜻

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

리라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고	했습니다.

2. 영혼이 깨끗해지는 복

을 주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

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

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

니…”(벧전	1:22).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의식

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

함을	느끼십니까?	고집으로	정당화해	버릴	수

는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절대	편안치	않습니

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의	영혼은	깨끗하고	평

안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LORD”(Isaiah 55:8).
What is obedience? It is aligning my will 

to the will of God. It is surrendering our 
thoughts and wills to our Lord and following 
the will of God.  

Blessings of obedience 

Bible shows blessings that are given to the 
obedient.

1. Disasters are turned away. 
“Now reform your ways and your actions 

and obey the LORD your God. Then the 
LORD will relent and not bring the disaster 
he has pronounced against you”(Jeremiah 

26:13).
In the Book of Jonah, 

the city of Nineveh was 
to be destroyed, but peo-
ple obeyed after listen-
ing to Jonah’s preaching. 
Then, God relented and 
did not bring upon them 
the destruction He had 
commanded.

2. Spirits are purified.
“Now that you have 

purified yourselves by 
obeying the truth so that 
you have sincere love 
for each other…”(1Peter 
1:22).

Do you sense your 
spirit to be pure and clean 
even when you are re-
motely conscious of be-
ing disobedient to God’s 
word? Stubbornly, we 

can try to justify our actions, but our spirits 
will not be at peace. However, the spirit of 
the obedient will experience the blessings of 
purity an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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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

라”(행	5:32).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마

음밭은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예

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

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본문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마

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에	

최상의	목적인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

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

면서	살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보통	수련회	같은	곳에	가면	종이에	여러	가

지	순종의	목록을	써서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께	표시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

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성내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온전한	순

종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쓰시도록	백지를	드리

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

겠습니다’	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	백지에	쓰시는	대로	저는	그대

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장	훌

륭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

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

기면	너를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순종의	신앙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

니다.

3. Full presence of the Holy Spirit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and so 

is the Holy Spirit, whom God has given to 
those who obey him” (Act 5:32). 

God will g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obey Him. And the hearts of those 
who receive the Holy Spirit will be as pure as 
that of a child. Jesus said, “You wi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How should we obey?

Today’s text says that you should obey 
God’s Wor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We are to live making obedience 
to God’s Word as the utmost purpose in our 
life. The people of God must commit to live 
in obedience to God’s Word. 

Usually at retreats, people express their 
hearts’ resolutions to God by making a list 
of things to obey and follow. ‘I will read the 
Bible daily and pray everyday. I will forgive. 
I will not get angry….’

This is all good. However, in order to offer 
perfect obedience, it is best to offer a blank 
paper to God, for Him to fill in. Instead of 
writing, ‘I will do such and such,’ the most 
excellent obedience is reflected in stating, ‘I 
will obey whatever the Lord writes on this 
blank paper.’

“The LORD will again delight in you and 
make you prosperous, just as he delighted in 
your ancestors, if you obey the LORD your 
God and keep his commands and decrees 
that are written in this Book of the Law and 
turn to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May all of you experience God’s blessings 
that are poured upon those who display obe-
dient faith.

<영문 번역: 이애리 집사, 정호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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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의 묵상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 빌립보서 4장 11-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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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자라남 Ⅱ 순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5)

1. 네 주인은 누구인가

2. 하늘의 신부

3. 순종에 관한 묵상

4. 순종지수

5. 주님 안에서의 자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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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1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은	‘구원=믿음’이라

는	등식을	철칙으로	가지고	있는	듯하

다.	즉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혹자는	

“행함은	율법주의다.”	또는	“믿음만이	구원의	

필수요건이다.”라는	균형	잡히지	않은	성경	지

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는	교리는	진리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

독교인	사이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

하는	참된	‘믿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벧전	1:9에서	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

한	믿음’이란	행함으로	균형	잡힌	믿음일	것이

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

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는	말씀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으로써	영생을	얻지만,	그분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다.	“이러

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

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

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0,21)”.

참된	믿음은	선한	행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온다.	행함을	통하여	구원

을	얻을	수는	없지만,	참된	믿음은	자연적으

로	경건한	행실과	순종을	열매로	맺는다.	이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함(순종)의	함

수	관계이다.	믿음이	없는	행함(순종)은	죽은	

것이요,	행함(순종)이	없는	믿음	또한	죽은	것

네 주인은 누구인가

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

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활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런	참된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A.W.	토저는	그의	저서	‘네	주인은	누구

인가(I	Call	It	Heresy)’에서	현대	크리스천

들이	순종	없는	‘반쪽	예수’만을	믿는	것을	통

박(痛駁)한다.	즉,	구주(구원자,	Savior)로서

의	예수는	받아들이지만,	주님(주인님,	Lord)

로서의	예수는	거부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위

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자	예수를	

좋아하지만,	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인으

로서의	예수는	배척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

이	현대	크리스천들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지

적한다.

당신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이라

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더	순

종하고	살지	않는가?	토저는	단호히	말한다.	

순종	없는	구원은	없다고.	<편집자	주>

당신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나는	성경	전체가	순종을	가르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

장	준엄하게	요구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순종	없는	구원은	없다.	왜냐

하면	순종	없는	구원은	모순된	것으로서	그	자

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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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

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7)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

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악과를	따	먹었다.	이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반역이요,	범

죄행위였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

니함으로”(롬	5:19a)라고	말한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마암아	인류에게	멸망이	임한	

것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장	힘들

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이라고	생각한

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

라”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누군가	그

들에게	“당신은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세상	사람

들에게	“당신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또는	

“당신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라고	물

으면,	그들은	즉시	“나는	나	자신에게	속했습

니다.	아무도	내게	순종을	요구할	수	없습니

다.”라고	대답한다.

우리	세대는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철

학으로	많은	것들을	해석하면서,	이것에	‘개인

주의’라는	이름을	덧붙였다.	그리고	개인주의

에	근거하여	자결(自決)의	‘권리’를	주장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지	기계로	만드셨

다면	우리에게는	자결권(自決權)이	없을	것이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

상대로	지으시고	도덕적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결의	‘능력’이	주어졌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자결의	‘능력’만을	주셨기	때문

에	우리에게는	자결의	‘권리’가	없다.	즉	우리

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	도둑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상점에	가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외투보다	더	좋은	외투를	슬쩍	집어	들

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내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사실	우리에게는	선해질	수	

있는	권리만	있고	악해질	수	있는	권리는	없

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에게	있는	유일한	권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

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

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

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할	권리

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즐거

운	일이다.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

벼움이라”(마	11:30)라고	말씀하신다.

정당한 권위에 대한 도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주인님과	구원자

로서)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

을	빼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주권자와	주인님으로	인정하

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어려울	때만	주님(주인님)을	구주	

(구원자)로	이용해라!”라고	예수님을	일종의	

‘거룩한	의사’로	여기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에	

만연한	‘황당한	교리’이다.

성경은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지	않

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용하면서

도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

다고	가르치는	성경구절은	하나도	없다.	집에	

들여놓을	가구를	구입할	때	“나는	이	식탁은	

원하지만	저	의자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

하듯이	주님을	대하는가?	그렇다면	결코	주

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리스도를	전부	받아

들이든지	아예	받아들이지	않든지	양자택일

해야	한다.

정당한	권위에	대한	도전!	죄인이	하나님

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다니

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죄인이	불행과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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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일	뿐이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있다.	죄인은	“나의	주

인은	나다.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누

구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것

이	죄의	본질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구원은	죄인의	이런	잘

못된	태도를	고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

계를	바로잡는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의	입에서	제일	처음	나온	고백이	“아버

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

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

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

서”(눅	15:18,19)라는	탕자의	고백과	같을	수

밖에	없다.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자여!	도덕적	피조물인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정말 회심했는가

당신은	자신이	거할	영원의	세계를	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중대한	문제이다.	이것

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면접을	통과하거나	학

교에서	수료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진지한	태도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리

스도께	나아가	“주	예수님!	도움을	얻기	위해	

주께	왔습니다.	저는	주님이	구주(구원자)이

신	것을	압니다.	저는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주권,	주께	

대한	충성과	순종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

차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당신에게	허락될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

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	없다.

예수님은	자신의	직무를	분할하지	않으신

다.	우리는	‘반쪽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

수님은	기름부음을	받은	주(주인님)와	구주

(구원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萬主)

의	주(主)이시다.	만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

도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	없이	우리를	택하

고	구원하고	부르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

(Lord)와	구주(Savior)가	되실	수	없을	것

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체험이	더욱	성숙

해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불완전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위에	성숙한	삶

과	체험을	쌓아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

스도를	주인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나는	구

원받았다!”라고	외칠	수	있다.	당신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부르짖은	순간부터	줄곧	당

신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회심(回心)했는지를	자문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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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主)

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0,12,13).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

해	설명하면서	‘주’(主)라는	명칭을	세	번	사

용한다.	바울의	말을	따르면	‘주’(主)	예수님

을	믿고	세상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

을	얻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

라.	신약성경을	읽어	보라.	내가	당신에게	진

리의	뿌리를	전했다고	생각되면	제발	그	진

리에	순종하라.	당신이	이제까지	 ‘반쪽	예수

(Savior)’를	믿고	있었다	할지라도	걱정	마라.	

이제	당신에게	오류를	바로잡고	올바른	믿음

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 정리: 금동욱 기자

■ 저자 소개

A.W. 토저(Aiden Wilson Tozer,  (1897 

~1963)는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타협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한 ‘이 시대의 선지자’였다.

그는 합리적인 이성만을 앞세워 입술만

의 개혁을 주장한 자가 아니었다. 눈물의 

기도와 함께 깊이 있는 말씀의 이해와 심

오한 신학 이해로 개혁의 메시지를 전할 때 

크리스천들의 가슴을 치게 만들었다.

그는 신학에 박식했지만 오직 성령과 말

씀으로만 심령을 부흥시키는 설교자였다. 

그는 평생 교회와 크리스천의 삶의 개혁에 

관한 70여 권의 명저들을 저술했다. 

이 위대한 사람의 묘비는 너무도 담백

하다.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

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볼	때,	‘저들이	정

말	회심했는가?’라는	의심이	생긴다.	이런	현

상이	일어나는	일차적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

은	잘못된	교훈이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잘

못된	교훈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병원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죄인들을	고쳐	주시는	총

책임자이시다.	사람들은	“주님,	제가	제	뜻대

로	살도록	저를	고쳐	주소서!”라고	기도한다.

사랑하는	자여!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

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우리	주	예

수님을	바라보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이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온전

한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

고	계신다.

성경의 교훈을 기억하라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

셨느니라”(행	2:36)라고	전했다.	예수님은	‘구

주’	(구원자)를,	 주님	(주인님)은	 ‘주권자’를,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지	‘구주’로	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리스도와	구주’로	

전한	것이다.	그는	예수님의	인격과	직무를	결

코	분할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

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

수를	‘주’(주인님)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롬	10:9).

바울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구

주’(구원자)로	 시인하며”라고	 말하지	 않았

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

어	의(義)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Lord)께서	모든	

사람의	 ‘주’(주인님)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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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2

여기 한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초대 문

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의 딸로 태

어나 어려서부터 주목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항

상 바쁘신 부모님 곁에서 늘 사랑에 굶주렸던 

그녀가 무수한 인간적 좌절을 딛고 마침내 하

늘 아버지를 만나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

나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구비구비 펼쳐집니

다. 변호사로서 시작한 청소년 사역, 병마와의 

싸움, 자폐 아들의 치유, 아버지의 회심,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던 큰아들의 사망 가운데 물 속에

서 불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

로 온전히 자신을 드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수

많은 땅끝의 아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어머

니가 됩니다. 그 생생한 감동의 이야기들 가운

데 이민아 목사의 삶에서 가장 분깃점이 될 만

한 순간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가 만난 생명의 하나님, 빛 되신 주님

을 우리 또한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집자 주>

 빛으로 오신 예수님
1992년에	처음	영접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

가기	시작했을	때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았

습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

고	있었을	때,	젊고	건강할	그때는	마음이	가

난한	자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어려서부터	책

을	너무	좋아하는	똑똑한	첫아이를	두었기	때

문에	다른	집	아이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얘기

를	들으면	엄마가	책방에	데려가지	않아서	그

렇지	하며	쉽게	판단하고	말았죠.	하나님이	들

어오실	자리도	없이	내	생각과	지혜가	내	삶에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했

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

요.	건강은	나빠져	갑상선암에	걸리고	그	후

로도	두	번이나	재발했는데,	제가	아픈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가	아픈	것은	엄마로서	

견딜	수가	없는	거에요.	둘째	아이가	책도	읽

지	못하고	친구도	없고	급기야	학교에서도	쫓

겨나는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혼돈스러웠

습니다.	나중에	자폐라는	판정을	받은	후	열

심히	기도하고	울며	매달렸지만	나아지질	않

으니까	아이가	열	살이	되던	해엔	심신이	지

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고	하

나님도	원망스럽던,	정말	깜깜한	흑암의	시기

였습니다.	

그러던	2002년	,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

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부

활하셨음을	믿으면	여러분은	지금	반밖에	구

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님의	아들인	것은	마귀도	압니다.	우리가	예수

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을	믿

는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그	예수님

하늘의 신부
- 이민아 목사의 믿음·순종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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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의	주

님이라고	시인할	때에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

다.”	그	말이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지

난	10년	동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새일꾼반,	QT반을	가르치기까

지	했으니	제	자신이	베테랑	크리스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

다.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도	나	자신이었습니

다.	모든	것의	마지막	결정은	내가	내리고,	내

가	원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원하

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졸랐습니다.	

강한	회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못했어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제	인생의	주

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인	것으로	알고	전권이

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움을	무릅

쓰고	앞으로	나아가	새롭게	주님을	영접했습

니다.	그날	이후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목마른	사람처럼	

찾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Q.T.를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원하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찾기	시

작했어요.	

하루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묵상할	때	베

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38년	동

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절름발이,	미문에	

앉아	있던	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고	하

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다가오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금과	은도	제게	없으

나	베드로에게	있는	예수님도	제게는	없었습

니다.	예수님,	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에게도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빛의	권세를	주십시

오.	저도	내	안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아이

가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렸습

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절박감이	몰

려왔습니다.	돌아보면	그게	부흥의	시작이었

습니다.	내가	죽어	있다는	것,	내가	흑암이라

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빛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순종의 발걸음, 기적의 손길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	아이가	나았

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하며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의

심이	들어올	때마다	치유에	대해	써	놓은	말

씀들을	다시	읽으며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2천년	전에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

리	아들	이미	나았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믿겠

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아들은	나았습니다”

고	선포하며	무작정	무식하게	믿기	시작했습

니다.	제	건강에	대해서도	치유해	달라고	기

도했을	때,	완치할	수	없다던	갑상선암이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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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

하며,	주님을	더욱	갈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아

이는	낫지	않고	여전했지만,	계속	예수님	말씀

만	붙잡고	기도하며	선포하였습니다.	한참	그

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가짜처럼	하던	찬

양,	가짜처럼	얘기하던	선포,	믿을	거야	하면

서도	믿어지지	않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조금

씩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나타나기	시작

했습니다.	그	다음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들리

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미	내	안엔	

‘절대	낫지	못한다’는	세상의	음성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아들을	고쳐	주기	원한다’

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커져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와이로	가면	낫는

다는	막연한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정확하게	

‘하와이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고치

리라.’	이렇게	듣고	갔으면	전혀	흔들림이	없

었을	텐데,	그냥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

은	막연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1년이	지나

도	없어지질	않는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러면	말씀을	주세요’	하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내가	너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에게	

내가	새	마음을	주리라.’	그래서	‘새	마음을	주

신대’	하며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나에게	있어

서	하와이로	아이들	데리고	떠난	것은	죽음과

도	같은,	처음	내가	주님에게	드린	순종이었습

니다.	무작정	떠났기	때문에	도착해서는	집도,	

교회도,	학교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하여	

울음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정말	주관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검사,	변호사	이민

아’라는	직업,	사회적인	지위로	인한	교만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섬마을	아줌마가	되

기까지	1년	반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누군

가가	와서	아이	때문에	가슴	아픈	얘기를	하거

나	나를	무시하면	처음에는	분해서	잠도	안	왔

는데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에요.	아무

래도	나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	나	

속상한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거	같으니까	이거	

좀	고쳐	주세요’	했을	때	내	안에	있었던	‘내

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내가	어떤	엄만데,	저

가	이런	애가	있어	보라지’	하는	그	죄성을,	하

나님께서	‘그래	그럼	가지고	와라’	하시고	나

와	함께	십자가에	탁	못	박아주셨어요.	그래

서	그	다음에,	굉장히	아이들을	잘	길러	신앙

도	좋고	그림	같은	가정	이루고	사는	한	자매가	

와서	“아이에겐	엄마	기도밖에	없는데···	”	하

며	기도	좀	하라는	말을	했을	때(사실	그땐	새

벽	3시에	일어나	4시간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머,	그럼	자매님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

시나	봐요.	아이들을	너무	잘	기르셔서요.	우

리	애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	좋은	마음

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

고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자매님은	저에게	소중한	중보기

도자가	되었고요.	

하와이에	머물면서	또	힘들었던	것이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된	거에요.	고도근시인데	망

막의	시력이	떨어져	실명	위기의	상태에서	아

이	셋을	돌보느라	쩔쩔매는	기간이	1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내

주시고	그때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년을	

견디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은혜가	족합니

다.	예수님만	계시면	되겠네요.	우리	아이도	

예수님만	계시면	되겠고	저도	눈이	잘	안	보일	

때마다	예수님	깊이	만나게	되니	오히려	깨닫

는	것도	많고	예수님만	계시면	되겠어요’	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나

는	정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아버지가	딸을	보러	하와이

에	오셨는데,	부엌에	더듬더듬	들어가	설거지

를	못해서	딸그락딸그락	하는	딸의	모습을	보

고는	마음이	너무	상하셨어요.	무신론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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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다시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

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던	제	눈을	

치유집회에서	완전히	고쳐	주셨어요.	떨어진	

망막이	다시	붙는	기적이	일어난	거에요.	이로

써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아버지는	하나

님과의	약속대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1년	반	기간이	지나고	아들의	자

폐	또한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음을 딛고 부흥의 어머니로

저에게	가장	큰	환난,	살아갈	소망조차	끊어

질	정도로	견딜	수	없었던	환난이	닥쳐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다	드리

기로	결정하고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적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으시

고,	그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입

니다.	저와	아버지의	감사함이	넘칠	때,	제	신

앙이	가장	꼭대기에	있을	때	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눈물과	기도

로	부모의	이혼과	어려운	사춘기를	이겨내고,	

우등상으로	받은	금메달을	엄마에게	걸어주

면서	햇빛처럼	환하게	웃던	너무	멋있는	아들,	

그	첫째	아들	유진이가	법대를	준비하던	기간

에	아무	병도	없이	그냥	쓰러져	일어나지	못

하던	19일.	그	시간은	제	일생의	어떤	환난보

다도	더	큰	환난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

고	기도하면서	제가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생

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저에게	지

금껏	중요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

인가를	깨달았어요.	아들이	잘	자라서	좋은	대

학	가고	좋은	여자	만나	아이	낳고	좋은	직장

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게	너무나	중요했거

든요.	그런데	아이를	가슴에	묻고	나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는	이	아이	영혼이	영원히	산

다는	것,	이	아이가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

는	것,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뿐이었

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저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내고	아무것에도	의욕을	

가질	수가	없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기도도	잘	되지	않았어요.	다시	눈도	보이지	

않아	말씀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기

간	동안	주님의	음성이	커졌습니다.	손을	뿌리

쳐	버리면	주님이	오셔서	뒤에서	꽉	안아	주

시고,	정말	재밖에	남지	않은	내	인생에서	주

님의	사랑을	전해	주는	귀한	형제,	자매,	영적

인	아버지	어머니	만나게	해	주시고	그	불	속

에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한	걸

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나와	함께	그	불	속을	걸으시려고	자기	몸

을	불에	완전히	던지셔서	번제로	나에게	주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그	불	속에서	만났습니

다.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너를	이

렇게	사랑한다”	하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겨	죽

으신	그	현장으로	나를	데려가	주셨어요.	꾸

지	못하던	꿈들,	예언적인	비전들,	하나님	말

씀이	살아나고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기	

시작하고···		

솔직히	정말	사역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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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나인데도,	자녀를	잃고	가슴	아파하는	부

모에게로	이끄시고	같은	아픔과	사랑으로	위

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청년들이	많

은	교회로	저를	보내	주셨어요.	처음에는	청

년들만	보면	유진이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

팠는데,	그	불	사이를	지나면서	이기적인	엄

마의	사랑을	주님께서	완전히	불태워	버리시

고,	자기	독생자까지	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

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고,	그

때부터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내	아들과	똑같

이	소중해지고	사랑스러워졌어요.	아들을	잃

고	그	이듬해	맞은	성탄절	날,	그	아이들이	나

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한	명	한	명이	“당신이	

엄마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소

명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을	깨달

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	

줬어요.	그때	제가	엎드려	울면서	서원했습니

다.	“주님,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의	강퍅한	마

음,	제	뜻대로	하려던	육신의	고집들	모두	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아이들을	우리	

유진이처럼	정말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해	주

셔서	감사합니다.	전	그렇게	못하는	정말	이기

적인	죄인인데	예수님이	저	대신	죽으심으로,	

이	이기적인	죄인은,	2천년	전에	예수님과	함

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의	사

랑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품고	치유하도록	

저를	써	주세요.”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을	잃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저의	모

든	것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

니다.	우울증,	마약,	자기	정체감이	없고	자신

감이	없어서	축	늘어져	있던	아이들이	소명을	

발견하고,	자기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소중한	주님의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깨

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이밖에	모르던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잃는	일을	통해	

부흥의	중보자,	부흥의	어머니로,	마침내	내	

소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2009년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목

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미국	각	주와	호주,	아

프리카,	중국	등을	돌며	주님	없이	사는	땅끝

의	아이들,	땅끝에	선	사람들을	만나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

럴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갇힌	감옥에서	풀려

나고	육신이	상한	자가	치유받고	가난한	자에

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저는	사역을	하

면서	정말로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2011년	7

월,	저는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

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고쳐	주

셨던	하나님께서	능히	저를	고치실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온전히	그	치유를	받아	누리지	못

하고	죽는다	해도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

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

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

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이	오늘도	내	안에	흐르고	있기에	제	잔이	차

고도	넘칩니다.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 이민아 목사는 53세

의 나이로 2012년 3월 15일,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폐에 물이 차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쓰러지면서까지도 소녀처럼 맑게, 

넘치는 열정으로 강단에 올라 청년들에게 말씀

을 전하며 마지막 불꽃을 살랐습니다. 아름다

운 하늘의 신부였던, 주님 발 앞에 자신의 향

유 옥합을 깨뜨린 그녀의 뜨거운 사랑과 순종

과 헌신의 고백들은 오래도록 우리 가슴을 울

릴 것입니다. 

참조:<땅끝의 아이들>, <땅에서 하늘처럼>, 

        <하늘의 신부>

■ 정리: 박소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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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3

순종에 대한 묵상
오스왈드 챔버스의 “My Utmost for His Highest” 중에서

20세기의 뛰어난 목사이며 교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묵상집은 맑고 깊은 샘물

과 같습니다. 그의 짤막한 글을 하루 한 편씩 읽다 보면 삶의 갈증으로 타던 우리

의 영혼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샘솟기 시작합니다. 우선 제목부터가 묵상 대상입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 가

장 높은 곳에 계시는 최고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린다는 뜻이지요. 한국어 책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왠지 원제의 독특한 품격이 사라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듭

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챔버스는 그의 대부분의 책을 그가 사랑했던 북아프

리카의 사막에서 군목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처참함

과 궁핍함, 그럼에도 언제나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철저하

게 훈련된 영적 장교로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삼백육십오 개의 주옥같은 묵상 중에서 그

가 순종에 대해 이야기한 세 편을 소개합니다. 읽고 묵상할 때에,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있

던 우리의 지각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정결함을 얻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소망

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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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

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롬 6:16).

나를	지배하는	세력을	점검하려면	가장	먼저	그	세력에게	스스로	기꺼이	순복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종이라면	언젠

가	나	자신에게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오직	내게	있습니다.	마

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는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

입니다.

어렸을	때	이기심에	순복했다면,	이제는	그	이기심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굴

레를	씌우는	폭군이	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순복을	통해	형성된	기질은	그	사람

을	지배하게	되고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어떤	능력도	그	속박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정욕에	마음을	주면	(정욕이란	마음의	정욕이든	육체

의	정욕이든	“나는	지금	당장	이것을	가져야	해”라고	말합니다)	정욕에	항복한	자

신을	아무리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당신은	그	정욕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안타

깝게도	인간에게는	그	종의	상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을	주관하는	악한	세

력으로부터	나오려면,	그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철저한	겸손의	자세

로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눅	4:18).

우습게도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정욕의	종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

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그	버릇을	버릴	수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정욕에	기꺼이	순

복했기	때문에	그	버릇은	당신을	완벽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결

박을	푸셨도다”라고	찬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욕에	철저하게	종	된	삶을	사는	

것은	쉽습니다.	오직	주님께	순복할	때만이	인생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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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아는 방법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

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7).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사람이	과학적인	지

식을	원하면	지적	호기심이	그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

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닫고자	한다면	오직	순종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일들이	내게	어둡다면	이는	분명히	순종하지	않으려는	뭔가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지적	어둠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영적	어둠은	내	안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지키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에	놓

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가	하고	의

아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

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

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	예수님

의	가르침은	현재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며,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

신을	변명하려는	사람을	들추어	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임하게	할	때	회피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

신이	회피하면,	당신은	종교적인	위선자가	됩니다.	당신이	변명하여	순종하지	않

으려는	자세를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지	알게	될	것입

니다.	먼저	순종하십시오.	광신이라고	생각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서	당

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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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목적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뭍에 계시다가 바

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

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

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막 6:45~5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

성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성공의	

꿈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내세우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목적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해	우

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

서는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나의	꿈입니까?	그분의	목적은	지금	내가	주님과	주

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동	속에서	평안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마무리를	향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	과정입니다.	해변도	보이지	않고	성공도,	목적지도	없

는	가운데서	파도	위를	걷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

을	보기	때문에	완전한	확신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지금	받아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

의	목적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지	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한	이후

의	일들에	관해서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한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될

까를	생각하면	그릇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훈련	또는	준비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서는	목적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주께서	지금	내	삶의	혼돈	위에서	걸으실	수	있음을	내가	볼	수	있

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	외에	더	이상의	목적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

면한	현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이	목적이라는	사실

을	깨달을	때	다가오는	각	순간들마다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 발췌 및 정리: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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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4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 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

느니라”(고후 1:19).

순종지수(OQ: Obedience Quotient)란?

‘날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	Yes’란	책의	저자인	안창천	목사는	진정

한	크리스천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순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설문조사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해	순종지수를	수치화하여	보았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가?’,	‘평소	시간과	물질,	몸,	은사를	하나님

의	뜻대로	사용하는가?’,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느냐?’에	무게를	두고	총	20가지

로	평가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각	항목마다	1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주어	합산하면	총	20점에서	100점	사이의	총점이	나

오게	되는데	이것이	자신의	순종지수입니다.	총점에	따라	6개	그룹으로	신앙	성숙의	단계를	나

누고	그에	따른	진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순종의	정도를	점수화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앞으로	온전

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종지수

No. 질문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없음 

1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의식하며 산다.      

2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의식하고 산다.      

3 범사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한다.      

4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말씀을 읽는다.      

5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를 드린다.      

6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      

7 온전히 소득의 십분의 일을 드린다.      

8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9 은사와 재능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10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한다.      

11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      

12 세상 성공보다 말씀 순종에 관심을 갖는다.      

13 내 뜻대로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14 옛 사람의 성품을 죽이려고 노력한다.      

15 주변에서 순종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      

16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돌이킨다.      

17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한다.      

18 몸에 해로운 것을 섭취하지 않는다.      

19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      

20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며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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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지수의 계산

우선	아래의	평가표에서	항목별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빈도에	체크합니다.	적합한	빈도가	없

을	경우	보다	낮은	빈도에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가	끝나면	항상은	5점,	자주는	4점,	보통은	3점,	

가끔은	2점,	없음은	1점이	주어	총점을	계산하게	됩니다.	총점을	계산해	산출된	점수가	자신의	

순종지수(OQ)입니다.	예를	들어	80이	나왔을	경우	자신의	OQ는	80입니다.

	

순종지수의 진단

순종지수의	계산	결과	산출된	자신의	총점을	해당그룹에서	찾으면	자신의	신앙성숙단계가	나

오게	됩니다.	자신의	OQ가	67	이하인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

에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순종지수의 실제 적용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실제	예를	통해	순종지수를	산출하고	진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하나님을 만난 어느 선교사님

어느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개인적으로	주

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머리로는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았습니

다.	의사였던	그의	병원사업은	탄탄대로를	걷게	되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정도의	재산을	모았

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교만에	빠져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후	그는	죽기	

점수 자신의OQ 진단 

95 이상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음 

80-94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경우가 종종 있음 

67-79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의 빈도가 거의 비슷함 

54-66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경우가 더 많음 

41-53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 

40 이하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거의 없고 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함 

 

No. 질문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없음 

1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의식하며 산다.      

2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의식하고 산다.      

3 범사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한다.      

4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말씀을 읽는다.      

5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를 드린다.      

6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      

7 온전히 소득의 십분의 일을 드린다.      

8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9 은사와 재능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10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한다.      

11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      

12 세상 성공보다 말씀 순종에 관심을 갖는다.      

13 내 뜻대로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14 옛 사람의 성품을 죽이려고 노력한다.      

15 주변에서 순종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      

16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돌이킨다.      

17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한다.      

18 몸에 해로운 것을 섭취하지 않는다.      

19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      

20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며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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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나	선교사로	사역하겠다는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대부분의	재산을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기부하고	나환자와	장애인을	돌보는	데	

헌신하게	되었으며	그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기부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주

시고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결국	재물이	제	주인을	찾아간	셈입니다.”

수년간의	해외	의료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님	부부는	뜻하지	않게	육체적으로	심한	장

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의	가

족을	돌보는	사역에	여생을	헌신하며	살고	계십니다.

■	선교사님의	경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늘	주

님을	의식하고,	자신을	청지기로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사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목이	

5점에	해당되며	‘옛	사람의	성품을	죽이려고	노력하지만	간혹	잘	되지	않는다’(14번	항목)	그리

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8번	항목)는	인간적인	항목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완전할	수	없어	4점에	해당되어	총	점수는	98점에	해당됩니다.

이분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룹(95	이상	

그룹)’에	속하게	되어	올바른	순종을	하고	계시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두번째 적용-교회에서 만난 어느 집사님

교회에서	중년의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다는	집사님은	남들이	보기에는	비교적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

는	분이었으나	실제로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민생활이었지만	늘	노력하고	살아왔다는	집사님은	지금은	이곳	생활이	편하고	

잘	맞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그동안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

기	보다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면	때론	즐겁기도	하지만	그보단	교회생활은	그에게	어려서부터	습관화된	생활의	

일부였고	교회에서의	봉사	역시	자신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란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다는	집사님은	지

금은	자신이	청년의	시절부터	참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요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본다는	집사님은	‘영적인	축복’

에	대해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고백을	합니다.	

현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중년의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고민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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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님의	경우	말씀을	읽고	교

인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려는	인간

적인	노력은	보이지만,		(4,	7,	10,	

13,	14,	16,	18,	19번	항목에서	4점	

이상)	아직	주님을	주인으로	의식

하고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면

(1,	2,	3,	20번	항목에서	2점)이	부

족하여	순종지수	평가결과	총점은	

65점이었습니다.	

이	점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그룹(54-66그

룹)’에	해당되며	하나님	앞에서	불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진단

이	나옵니다.

순종지수의 중요성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능

지수나	감성지수가	높아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고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의	삶은	이들보다	순종지수가	더	중요합니다.	순종지수는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정확히	보

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을	통해	세상에서	얻지	못한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	살

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없어질	건강과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	축복’	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시	73:28).		

주	1)	‘날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	Yes’란	책의	저자이신	안창천	목사는	총신대학원에

서	평신도	사역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	동신교회를	섬기면서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	사역

자를	길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주	2)	순종지수의	적용부분은	나눔지	기자가	두	분에게	실제	적용해	본	것임을	밝힘니다.	(선교사님-추정치,	

집사님-개인	인터뷰)	

- 정리: 전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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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5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

자 같으니이다"(시편 144:4).

어느덧	이	말씀이	마음	깊게	느껴지는	나

이가	되고	보니	철없던	주님	앞에서의	

지난날들이	 눈물겹게	 감사해집니다.	 하나님

의	깊은	뜻도	모르던	성경	말씀이,	겸손처럼	

포장된	신앙의	교만이,	남보다	앞장서기	위해	

분주하게	봉사하던	여전도회의	일들이,	마치	

그	옛날	예수님께서	분주한	마르다에게	‘마르

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

심하나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나에게도	수없이	말씀하셨겠

지만	깨닫지	못했던	나의	오랜	교회	생활이

었습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도	모르면서…	그분의	은혜,	우리를	위한	사랑

과	희생,	그	보혈의	능력,	이런	말씀들은	익히	

들었어도	실감	나게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때

로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감동

되어	눈물도	흘려	보지만	내	마음은	항상	빈	

것	같고	마음의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던	어

느	날,	제게도	주님을	만나뵙는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	왔습니다.	영원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

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과의	만남은	얼마

나	쉽고	간단한지요.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주님 안에서의 자라남

마음과	진실함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문을	두

드리시는	주님께	얼른	마음문을	열어	드릴	수	

있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죄.	주님의	고

난과	희생의	의미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

심에	의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주님

의	무덤	앞에서	절망으로	울고	있던	막달라	마

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리아야”	부

르셨고	마리아의	기쁨과	감동의	순간이	이제	

나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은

혜	받는	순간의	체험은	신비주의라고	했던가

요.	그러나	성경은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

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한	작은	다

락방에서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제

자들과	다른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읽어	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바울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그	동일하신	분이	제가	만난	예수님이셨습

니다.	주님은	일찍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하셨

는데	그분의	명령을	따르려면	어찌	복음을	전

해야	할까	힘들고	어렵게만	여겨졌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

심을	기뻐했다’고	했는데,	전도하고	싶은	나의	

입술은	쉽게	열리지도	못하고	슈퍼마켓	앞에

서	큰소리로	전도하는	사람이	부럽기만	했습

니다.	아직도	나의	자존심이란	것이	있어서	나

를	보호하려는	체면과	부끄러운	마음의	자리

가	있어서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장영자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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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때는	은혜	충만을	받았다는	분의	간증책

을	많이	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었

습니다.	혹시나	책	받은	사람들이	감동	받아서	

자신의	느낌	같은	것을	문의하러	올	때면	예수

님	믿으라고	전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러던	어느	땐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

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

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요	

6:65)	하신	말씀에,	전도는	정말	기도해야	되

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게도	기도의	능력을	주

셨나	보다라고,	더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

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많아야	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벽기도에	가는	나의	발걸음은	

가볍고	행복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

만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분들이	함께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할	때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

신	주님께	가슴	벅찬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말라기	3장	8절은	십일조	하지	않는	것은	하

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

는	자라면	누구나	육신의	옷을	벗는	날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의	모습

으로	어찌	주님을	뵐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물질이란	육신

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없어서는	안	될	윤

활유와	같은	것인데	필요할	때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받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께서	가난하여지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

심이라	하셨는데	그동안	나의	생활	속에	궁핍

함이	없도록	백	배나	채워	주신	주님께	늘	감

사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십일조	하는	

자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또한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것

임을	깨달아졌기에	나의	십일조	생활은	부담	

없이	드려지게	됩니다.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담이	먹

었다던	선악과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

을까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명

령은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까지	이르러	죽

음의	죄가	되어서	무섭게	느껴집니다.	만약	예

수님께서	안	오셨더라면	속죄받지	못한	우리

에겐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보다	높아서	감히	땅에	있는	자들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왜	나

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서	가는	것을	

원하는지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믿음의	생활

이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성령님의	깨우쳐	주

심은,	참	믿음이란	순종으로	표현됨을	알게	해	

주셨고	마음으로부터	느끼는	순종이란	희락

과	평안이	동반됨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

수님께서	보시기에	형식이	아닌	실제적인	것

도,	비본질이	아닌	본질적인	것도	알게	해	주

셨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된	자였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

지면	그것은	하늘에서	주신	마음으로	큰	복임

을	알았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은	내	앞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	됩니다.	해와	달의	빛이	아닌	내	영혼

에	필요한	참	빛은	예수님이시기에,	무엇이든

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은은히	들

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넌	날	사

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

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한	베드로

의	고백처럼,	저도	제가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

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제	믿음의	발걸음이	넘

어지지	않도록	저를	보전하시고	도와주시옵소

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전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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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수도인	프라하는	낭만의	도시로	유

명하다.	언덕	위에	아늑하게	자리잡은	프

라하	성으로부터	낭만이	넘치는	찰스강의	다

리,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청	탑의	시계

인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낭만이고	

문화이며,	추억이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도시만이	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

다.	그것은	이	도시가	배출한	종교개혁가인	‘얀	

후쓰’의	발자취이다.		

꺾이지 않는 종교개혁의 열정

얀	후쓰(Johann	Hus,	 1369-1415)는	오늘

날의	체코인	보헤미아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

는	프라그의	대학을	졸업한	후,	프라하	대학의	

철학교수와	베들레헴	성당의	설교자로	일했다.	

보헤미아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던	유학생들

이	들여온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위클리프의	

저서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는	 설교를	 통해	 위클

리프와	같이	종교개혁의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위협을	 느낀	 프라하	

대주교는	그를	위험인물로	

규정하고	로마의	교황으로	

하여금	위클리프의	저술을	

금지하고	그의	작품을	읽지	

말도록	 하는	 교황	 칙령을	

이끌어낸다.	아울러	그에게

는	설교는	성당과	교회,	그

신앙 여행 김숭운 집사

종교개혁가 ‘얀 후쓰’의 발자취
프라하 편

리고	수도원	내에서만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후쓰는	그와	같은	교황의	칙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유롭게	학교의	강의실에서	

자신의	소신대로	설교를	하였다.	이	사건이	교

황에게	알려졌고,	교황은	콜로나	추기경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그가	거짓과	이단을	설교했다

고	고소하도록	한다.	교황은	존	후쓰에게	로마	

교황청	법정에	직접	출두하여	이런	고소내용에	

대한	변호를	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후스는	보나마나	뻔한	재판	결과에	

직접	출두하지	않았다.	추기경은	그를	파문시

켰다.	그리고	그의	모든	친구들과	추종자들까

지도	파문하였다.	중세	당시의	상황으로	교회

로부터의	파문이란	바로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

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1411년에	교황에	의하

여	두	번째	파문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파문이

란	전무후무한	기록의	소유자가	된다.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교황에 반대

그러나	그것은	교황청과	

추기경의	의견일	뿐	보헤미

아	 국왕과	 국민들의	 뜻은	

달랐다.	그들은	후쓰의	설

교에	 열광하고	 그를	 열렬

히	지지함으로	교황의	파문

을	무력화시켰다.	이때부터	

후쓰는	교황청과	보다	극단

적인	입장에서	정면	대결을	

전개해	나갔다.	그가	첫	번

째	한	일은	‘자격이	없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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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

이다.	아무리	교황이	주교들의	회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선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황이	

교회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의	사익을	위해	

행동할	때는	교황으로서의	권위가	없다는	것

이다.	그리고	성경이야말로	교황을	포함한	모

든	기독교	신자들을	포함하는	궁극적	권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교황

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교황	요한	23세가	십자군전쟁	비

용에	쓸	목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죄의	용서는	오

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면죄라는	신

성한	하나님의	권리를	매매하는	행위는	하나

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프라

하	시와	강단을	떠나	친구의	성채에	은거하면

서	‘교회론’(De	Ecclesia)을	저술한다.	이	논

거는	선배	종교개혁자인	위클리프	사상과	매

우	비슷하다.

순교의 길을 택하다

이	무렵	콘스탄스에서	종교대회가	소집된다.	

후쓰는	지기스문트	황제의	신분	보장을	받고	

이	종교회의에	참가한다.	그러나	후쓰가	1414

년	11월	3일에	콘스탄스에	도착하자마자	교황	

요한	23세는	회의와	상관없이	직접	재판을	하겠

다고	나선다.	교황을	대리하여	맺은	황제의	약

속	따위는	헌신짝	버리듯이	집어	던진	것이다.	

후쓰는	거듭된	회유를	거부하고	교황과	면죄

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마침내	화형을	당한다.			

‘잘	못했다’는	한	마디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

만,	당당하게	순교를	선택한	것이다.	교황은	그

의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체를	태

워	가루를	내어	호수에	버리도록	시킨다.	당시

에는	육이	없으면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을	막기	위한	보복	조치였다.	

그러나	몇몇	체코인들은	후쓰가	사망했던	자

리의	약간의	흙을	파	가지고	체코로	돌아가	교

황	콘스탄스의	죄악을	기억했다.	아울러	보헤

미아	모든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콘스탄스	종교

회의를	거부했다.	그리고	후쓰의	주장대로	자

격이	없는	교황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음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의	순교는	전	보헤

미아	국민들을	똘똘	뭉쳐	불의한	권력에	저항

하는	저항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루터의	종

교개혁으로부터	2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	

후,	후쓰의	정신적	유산은	종교개혁과	모라비

안	형제단으로	계승되었다.

후쓰의	동상은	이	나라의	가장	큰	광장	가

운데를	자리하고	있다.	예전에	한국에서	방영

된		‘프라하의	연인들’이라는	인기	드라마에서	

동상	받침에	포스트	잇을	잔뜩	붙이고	나온	바

로	그	동상이	후쓰의	동상이다.	프라하에	가면	

멋진	경치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성경만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양심의	소리에	충실하고	절

대	권력의	면죄부를	거부한	순교자	후쓰의	정

신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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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 주역들, 그리고 기도의 용광로-
중보 기도실

하늘빛을	닮은	아름다운교회에서	언제나	기

도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중보기도실일	것이다.	교회	정문에	들어

서서	소극장	쪽으로	잠시	걷다	보면―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칠	정도로―있는	

듯	없는	듯	숨어	있는	4평	남짓의	소박한	기도

실을	만날	수	있다.	세상의	신을	벗고	들어가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이곳은	교회의	작은	지성소이

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며	영적	싸움을	승리

로	이끌기	위한	믿음과	순종이	오늘도	향기로

운	기도로	승화되고	있는	곳이다.	나의	집은	만

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거

룩한	성전의	어디에서나	기도소리가	들려오지

만	그	기도의	맥이	잠시도	멈추어져서는	안	될	

교회의	심장과	같은	곳이	바로	중보기도실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창립

시부터	열정과	헌신으로	기도해	왔던	중보기

도자들이	바로	오늘날	아름다운교회를	반석	위

에	세우고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붙

들고	있는	숨은	주역들이다.	지금까지	주일	예

배를	위한	중보기도,	각	사역(전도폭발,	선교,	

장애우	등)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매	주일

과	화요일	연합기도모임을	섬겨	오던	중보기도	

중보기도

CHURCH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팀의	사역은	올해	7월부터	성도들의	가정을	위

한	중보에	중점을	두기	위해	중보기도실이	따

로	마련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새로	

헌신된	80여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이미	이곳에

서	매일	16시간―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1시

간씩-멈추지	않는	릴레이	중보기도를	시작하

였기	때문이다.	새벽을	달구기	시작한	중보기

도는	늦은	밤까지	그	열기를	더해	가며	하나님

의	보좌를	흔들고	그분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	

지금도	이곳에	오면	하늘로부터	불을	구한	

엘리야처럼,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자

신의	생명을	걸고	간구했던	모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의	구명을	위해	기도했

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죄악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막아서

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무릎을	

꿇는	기도의	용사들을	언제든	만나볼	수	있다.	

때로는 부르짖으며, 때로는 잠잠한 가운
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중보하심을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간다.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당하기	힘든	기도자는	십자가	

아래	엎드린다.	가정과	일터,	이웃과	교회,	나

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해	부르짖으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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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시작한	중보기도자는	성령님의	임재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

로	들어간다.	그	순간	작은	기도의	공간은	하나

님의	꿈의	공간인	온	세상으로	펼쳐지며	그	기

도의	시간은	영원	전으로부터	영원까지로	이어

진다.	세상의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기도실	안

에는	오직	기도자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만

이	남는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

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

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2:8)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자를	덮으면	그	입술에서

는	걷잡을	수	없는	찬송이	터져	나온다.	기도는	

어느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

령님의	(고전	2:10)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	성

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씩	드러내주실	때

마다	기도자는	인간적인	생각과	부족한	지혜

로	구한	기도제목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

의	마음으로	초점을	옮긴다.	“나의	사랑하는	자

야,	불안함과	조급함으로	너희	필요를	위해	많

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너희의	필요는	내

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

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너희는	나,	

곧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	창세로

부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

아라.	내가	원하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

라	회복시키는	것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소망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렘	29:11).	이

제	나의	생각을	들려주기	원한다.	지금까지	네

가	구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원을	주고,	새로운	

기도제목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기도자는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관심은	늘					

‘나’에게	있었다는	것과	아버지의	관심도	또한	

언제나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창

세로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기도자는	

감격하여	외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를	돌보시나이까”(시8:4).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단절된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마주하는	순간	기도자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른다.	“아버지,	당신을	잘	알지	

못한	채	이기적인	자아가	기도할	때는	할	말이	

많았으나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이	제	안

에	가득	채워지니	저는	잠잠해지고	당신의	말

씀에	귀	기울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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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인	당신을	인정해	드리고,	당신이	하시는	

일을	신뢰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	

당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

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욱더	알

기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저의	원하

는	것이	되고,	당신의	꿈이	저의	꿈이	되길	원합

니다.	저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기도하

기	원합니다.	저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만이	온

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겸허한	고백

이	기도자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온다.	우리

의	필요를	요구하기에만	급급했던	기도가	철없

는	어린아이의	그것이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린	기도자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성숙한	자녀가	되어	있었다.

중보자는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품으로	채워지면서	그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

었던	일을	하게	된다.	그는	알지도	못하는	이

웃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향한	아버지

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된	자신을	발견한다.	

중보자는	이제	세상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

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된	중보자의	입에서

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언의	말씀마저	쏟

아져	나온다.	

이렇게	짧은	한	시간이	지난다.	하나님의	영

광을	본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순교하

기	직전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

편에	서신	것을	본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

아진	것처럼,	기도실을	나오는	중보기도자들의	

얼굴은	맑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기가	없

어지고	하나님만	가득한	그들의	얼굴은	어느새	

하늘을	닮아	있었다.	

열정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과	신

령한	유전자가	우리	안에	회복된다.	하지만	그

것이	성장하여	온전히	발현될	때까지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다.	믿음과	순종을	연습하여	그

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아버지의	마음

을	살피는	성숙한	자녀들이	될	때까지	하나님

의	보살핌과	인내하심은	또다시	계속된다.	누

가	있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까.	울부짖는	

백성을	향한	상한	마음을,	독생자를	제물로	줄	

때의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을,	떠난	자식들이	돌

아오기를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을,	거듭난	자

녀들을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

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거듭난	주의	자녀들

이	알아주길	원하신다.	불의하고	척박한	이	땅

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	주는	단

비와	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

의	기도일	것이다.	한	아기의	천진난만한	미소

가	사람들의	험악한	분위기를	바꾸듯이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단	한	사람의	중보기도는―아브

라함과	모세가	그러했듯이―하나님의	진노를	

넉넉히	녹일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

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의	중

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루

고자	하신다.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는	철저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일치시켜야	한다.	우리

의	생각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방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열정은	회심하기	전	예

루살렘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바울)이	그랬

던	것처럼	위험한	대가를	치룬다.	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알지	못했던	요

나의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

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여쭤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의	기도제목이	우리로부터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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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기도해	왔던	‘비전센터’와	‘아름다운	오솔길’

의	완공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성도들로	하여

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위에	서	있음을	

확증시켜	주었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다르지	않았음을	확신케	해	준	사건이었다.	이	

비전센터는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는	그	꿈의	

한가운데	서	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

비전)을	선포해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의	일은	

작은	일이라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자가	보게	될	

놀라운	일들이	수	년	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

신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꾸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

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

고	중보기도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셨기	때문이다.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중보할	뿐이다.	5년	

전	이	땅을	밟으며	그	위에	세워질	비전센터의	

꿈을	보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일군들

이	이곳으로	몰려오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

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롱아

일랜드와	뉴욕,	미국,	그리고	세계로	퍼져	나가

는	환상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	주시길	기도하

자.	성전의	뜰을	밟으면서도	하나님의	꿈과	계

획에서는	멀리	비켜서	있는	성도들에게	아름다

운교회가	그들의	꿈이	되도록,	비전센터가	그

들의	기도제목이	되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

길	기도해	본다.	

																															

아름다운교회 등록 교인이면 누구나 이 중보

기도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매 주일 낮 

1시 15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연합 중보기도 

모임에는 언제든 참여가 가능하고, 성도들의 가

정을 위한 릴레이 중보기도에는 중보기도 헌신

자 서약을 한 후에 비어 있는 시간을 찾아 참여하

실 수 있습니다.                     

- 도움말: 정진영 집사 외 중보기도 팀

- 정리: 민재홍 기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길	구할	때	하나님은	기

뻐하시며	마음껏	역사하실	것이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계신	것을	

일깨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세련된	계

획서을	제출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	구해야	할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온전한	때를	아시며	모

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벽한	계획

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을	인정하는	믿음의	중보자에게는	하나님이	뜻

하신	길이	최선의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인	것

이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

키는	것은	중보자의	기도하는	작은	손이다.	그

리고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

도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중보기도자에게만	주

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

한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길	소원해	보자.	중보

기도를	통해	아름다운교회가	사람의	꿈이	이루

어지는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

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교회에는	기적과도	같은	중보기도

의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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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 나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한	믿음

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도와	성경공

부	모임.	단기간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지속

되는	모임.	서로의	삶과	기도제목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나눌	수	있는	모임.	그런	모

임을	오랫동안	바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EM	married	

couple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그	모임에서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EM	young	adult를	위

한	소그룹	여성	성경공부	모임을	우리	가정에

서	시작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사실	EM에서의	성경공부	모임은	한	번도	생

각해	본적이	없었고,	더우기	나보다	15살	이상

이나	어린	자매들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모임

은	왠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웃으며	거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EM에는	나보다	이런	모임

을	더	잘	이끌어	나갈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기

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선	왠지	그	모임에	대한	기대감이	조

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EM을	위해	뭔가	도움

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모임.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	모임을	이끌어	가

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나의	부

족함이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며	보이기	시작

했기	때문이다.	영어로	성경공부를	인도해	나

가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

웠다.	결국	나에겐	이	모임을	잘	이끌어	나갈	

능력과	리더쉽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

하기	시작했다.	이	모임을	그만해야	하는지,	

아님	이	모임을	잘	이끌	다른	리더를	찾아야	

하는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다.	

나의	이런	어려움과	고민을	아는	사람도	헤아

려	주는	사람도	없다는	생각에	맘속으로	혼

자	끙끙거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QT를	하기	위해	식탁

의자에	앉았다.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도	알아

주지도	않는	나	혼자만	끙끙대는	문제.	당장	

떨쳐버리고	싶은	일인데	주님께서	그러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러지	말라	하시는지	알지	

못해	혼자	애태우는	문제.	정말이지	심령이	상

해	멍하니	빗소리를	듣고	있다	주님께	이렇게	

중얼거렸다.	“하나님,	제가	이	일(모임)은	안

작은 능력

성주희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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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게	아니라	못하겠어요.	정말	능력이	안되

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리고	다시	멍하니	앉아	어두운	창밖을	내

다보다	QT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그날	말씀

은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요한계시록	3:7-13)이었다.	그중	8절	말

씀,	“볼찌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

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

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

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비	오는	조용한	새

벽,	나의	턱없이	부족한	작은	능력을	아신다

고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

려와	한참을	울고	말았다.	그동안의	복잡하고	

무겁던	나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짐을	느

꼈다.	나의	맘속에선	‘주님,	제가	가진	작은	능

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라는	고백이	

흘러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느	집사님

의	따뜻한	도움을	받아	이	모임을	함께	이어	

나가고	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

편	말씀이	있었다.“…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

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시편	131:1-2)	그렇다.	나

는	내게	있는	작은	능력을	감추거나	속상해	하

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크고	거룩하고	완전한	능력

이	있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37Email - Arumdaunbook@gmail.com

2012년	3월	4일	주일에	고대하던	비전센

터가	완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

데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본	교회

를	향하신	큰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름

답고	시원하게	설계된	넓은	로비의	공간을	보

며	마음에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고,	얼마를	고

민하다가	저의	화집을	들고	황인철	담임	목사

님을	찾아뵙고	화집	중에서	선택하신	작품을	

비전센터에	걸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보여	드린	작품이	 “학생

들이	감상하기에	다소	어렵지	않을까요?”라

고	하셔서	학생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는	교

육적	내용이	담긴	새	작품을	제작하기로	마음

고백의 삶 김정희 장로

아름다운교회 새 교육관(Vision Center)에
성화를 걸어 드리며

을	정하고,	작품	구상을	위해	타운	도서관에	

가서	참고	도서를	찾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두세	달이	소

요되는	제작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저의	건강

을	지켜주실	것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비전

센터에	합당한	작품이	완성되도록	집사람(강

정희	권사)과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가기를	다

짐하였습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라는	주제를	임시로	정하

고,	그간	수집된	많은	자료를	큰	캔버스	안에	

어떤	구도로	구성하여	완성할	것인가라는	문

제를	놓고	약	십여	일을	고심하며	작품	구상을	

고치고	또	고치고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	저와	집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저의	

건강을	걱정하시며	휴식과	건강을	잘	보살피

며	진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주의	 신비를	 담으며	 어린아이

의	동심으로	비전센터의	전체	구조

의	특징이	낮은	단층에	비해	시원하

고	넓은	수평	공간이	매우	인상적입

니다.	그와	같은	공간의	특징에	맞는	

작품의	크기와	작품의	구상을	생각

하면서	캔버스의	크기를	가로로	길

게(가로	102인치,	세로	48인치)	준비

하였습니다.	약	6주의	시간이	소요된	

후	1차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습니

다.	저는	다시	주님께	매달려	간구

하였습니다.	1차	밑그림만으로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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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후에도	어린이들에게	감동

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업그레

이드된	알찬	내용과	새로운	재료

의	보완과	변화된	새	기법을	찾

아내기로	하였습니다.	며칠을	고

민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

를	주시는	것이	뇌리를	스쳐	갔

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를	지상에	한정해서	생각하지	말

고	광활한	세계,	신비한	은하계

를	지배하시는	대우주	유니버스

의	신비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었

습니다.

	또다시	전문	화구점을	찾아가	모든	어린

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미술	시간에	사용

하는	재료를	찾아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속

에	색색이	반짝이가	진열된	것을	발견하고는	

80세가	넘은	제가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

르는	작업에	주님께서는	순진한	동심이	되라

고	하십니다.

외손자에게	선물했던	최신	우주사전도	다

시	작업장에	펼쳐놓고	새	구상에	들어갔습니

다.	평생에	처음	만져	보는	반짝이로	우선	모

든	인물	머리	위에	큰	별을	만들어	보았습니

다.	그림	하나하나를	성좌(星座)로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모든	그림을	한	은하수로	묶어	놓

고,	성좌로	조화를	꾀하고	그렇게	진행시킨	반

짝이	작업이	2주	만에	거의	끝났습니다.	각기	

분산되었던	그림들이	한	우주의	은하수	속에	

각	성좌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차	오실	주님의	

십자가와	이를	감싼	성령의	불길을	작품	중심

에	배치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전	화면을	감

싸주는	보다	강력한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

님의	힘의	작용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	끝

에	두	가지로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는	비전

센터에	성령	강림을	염원하는	뜻에서	화면	전

체를	성령의	불길로	감싸주는	안과,	다른	하

나는	테이프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개의	평행선

으로	마감하는	안입니다.	비전센터의	구조적	

특성에	잘	조화시키려면	후자가	좋게	생각되

어서	마감	작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테이프	작업으로	정하고	집사람의	도움으로	5

월	28일에	마무리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드릴	것은,	로비	좌우	벽면

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제가	소장하고	있던	

유화	작품	‘염원’을	함께	봉헌해	드립니다.	약	

30여	년	전에	제작한	것으로	6.25	전쟁의	참화

로	실의에	빠진	우리	민족을	성령님의	도우심

으로	살길을	열어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기원

을	담은	추상	작품입니다.	3년	전에	아름다운

교회	본당	로비에	‘부활’	작품을	봉헌해	드렸

을	때는	그것이	마지막	작업인	줄	알고	있었는

데,	비전센터의	완성으로	주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강권적으로	다시	붓을	들게	하시고,	동

심으로	돌아가라	명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신	주

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이	일을	위해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9Email - Arumdaunbook@gmail.com

작년	가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배운	복음	제시

의	내용을	가지고	여덟	명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하나님,	천국,	그리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외할
머니는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
셨지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새벽기도와	예
배를	빠지지	않으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두	분	다	천국에	갈	확신이	없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에	가…”라고	대답하셨고	외할머니는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으로부터	‘천국에	갈	사람이	밀
려	있어서	우리는	다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은	천국에	못	간다고	믿고	계셨
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연로하셔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분들에게	더	늦지	않아서	복음을	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참으로	감사했습
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설
명해	드렸고,	그분들이	우리의	선행이	아닌	예
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영
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믿게	되시고	구원
의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이	암기해야	할	것도	많고,	쉽
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훈련을	받지	않아
도	전도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
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훈련을	받은	사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언변이나	
지혜나	능력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고
백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
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

고백의 삶 문지은 집사

전도폭발 훈련자 수료 간증문

종하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서	나를	도구	삼아	역사하실	것을	믿고	훈련
에	참여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
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으므로,	늘	하나
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고,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을	가지고	계
신	많은	분들과	동역하는	것도	참	감사했습니
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저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바울이	영
적인	아들	디모데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기도
하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
는	데까지	성장하도록	계속	사랑으로	기도하
고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면
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부족하
고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나를	통해서도	복음
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
하시며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
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산
다는	것은	자격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이	추구
할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임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능
력으로	우리를	도구	삼아	일하실	것을	믿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임
을	믿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동참하는	하나
님의	일꾼이	날마다	늘어나는	아름다운교회
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
나님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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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의 삶 유순애 집사

제가	전도폭발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전

도폭발	담당	장로님의	계속되는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

며	뒤로	미루고	있던	저였지만,	전도폭발	훈련

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푹	빠져들었습니다.	첫

날	순서	중	시범	시간에	두	집사님이	앞에	나

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정

말로	부럽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가	소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를	넓혀가더라구요.	 ‘그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	혼자만	알고	너만	기뻐

할	것이냐?’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

꾼을	기다린다는	말씀을	읽을	때는	전도를	해

야	될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느	땐	제	친구에게	전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랬더니	그	친구	말이	“얘!	너	선교	헌금하지!	

그러면	된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마”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제	마음속	한편으로는	위안을	느

끼다가도	또	말씀을	읽으면	전도가	자주	생각

이	났었습니다.

어느	날은	길을	가다가	혹은	쇼핑센터에서	

혼자	있는	아주머니를	만나면	“아주머니,	예수

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건네봅니다.	어떤	분

은	“아니요”라고	대답하는데	얼른	할	말이	생

각나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믿어	보세요”

라고	말하고	나서	‘아!	전도란	훈련이	필요하

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폭발	훈련생이	되고	보니	제

가	원하던	것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전도	

학습,	현장	실습을	통해서	복음	제시	개요를	

익혔고,	또한	저	자신도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좀	더	

쉬운	말로	제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

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현장	실습	공개	보

고	시간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신

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지	부끄러움	없이	가진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어	하

던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부

족한	제가	훈련자와	한	팀이	되어서	복음	제

시를	할	때는	성경의	감동도	체험했습니다.	이	

다음	학기에는	여러분도	이	훈련과정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바라던, 바로 그 전도폭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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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의 삶 김부자 권사

“권사님,	문	앞에	thank-you	card	놔	

두고	왔어요.”

수화기를	끊고	문을	열어보니	현관	옆에	커

다란	쌀	한	가마니가	놓여	있었다.	흥분해서	

남편을	급히	불러	같이	들여놓고	다이얼을	돌

렸다.

“웬	쌀이에요?	”	하니	“장로님	댁에	항상	손

님이	많은	것	같아서요.”

쌀을	선물로	택한다는	것,	또	쌀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닌	것	같다.	쌀은	

5000년	이상의	경작	역사를	갖고	있으며	소중

한	인류의	양식으로	우리의	주식이며	기본적

인	것이어서	늘	우리	부엌의	손	닿기	쉬운	곳

에	자리	잡고	있는	품목이다.	옛날	배	고픈	시

절에는,	생일	때에나	어머니가	흰	쌀밥을	지

어	한	공기	퍼	주시며	생일을	축하해	주시던	

귀한	양식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오래	살겠다

고	영양가를	고려해	현미나	잡곡밥을	선호해	

쌀은	조금만	있어도	되는	부수적인	것이	되

어	버렸다.

그런데	그	쌀	한	가마니가	나를	이렇게	흐

뭇하게,		감동케	하는지	모르겠다.	Commack	

목장의	목자	윤	정훈,	심해선	집사님의	순수하

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이리라.

지난	번	찬양축제	때	연습을	위해	목장식구

들이	세	번	모였을	때에	식사를	함께	한	것	밖

가장 흐뭇한 선물

에는	없는데…	둘째인	세건이의	첫돌	잔치에,	

목장지기이기	때문에	초대를	받아	작은	선물

을	하나	들고	가서	축하해	준	것	밖에는	없는

데…	‘되’	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이	있

더니,	500명은	족히	먹이고도	남으리라!

찬양할	때는,	누가	봐도	입을	제일	크게	벌

리고	온	정성을	다해	부르는	착하고	선한	윤

정훈	집사님,	9살	된	세민이에게	한국	말로	주

기도문을	가르치며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키

우는	아름다운	심혜선	집사님.	가족이	없는	이

민생활	중에	둘째가	태어났을	때,	끊임없이	보

살펴	주었던	목장	식구들에게	눈물겹게	감사

해	하는	부부.

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한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셔서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으로	자녀들이	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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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 19회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

니라.”

로마서	8:28절은	자주	듣고	늘	마음에	새기

는	성경구절이지만,	2012년	장학위원회의	일

을	하면서	경험한	일을	통해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아름다운교회	모든	분들과	이	말

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아름다운	비전장학금’을	소개해	드리

면,	1994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아름다운교회	비전장학사업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교회

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크리스천	리

더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

전장학금은	아름다운교회의	모든	성도가	기

도하며	드린	헌금으로	이루어지며,	그	액수보

다는	앞으로도	비전장학생들을	위해	온	교회

가	함께	기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장학위원님들이	더운	여름에

도	불구하고	정성껏	아이들의	에세이를	읽어	

주시고	귀한	헌금을	실행하는	일에	고심하면

서	지원자들을	평가하여	주신	덕분에	27명의	

장학생들에게	각	$800	장학금이	수여되었습

니다.	잠시	수여자들의	분포도를	살펴	보자면	

27명	중	17명은	대학생이며,	10명은	대학원생

입니다.	지역별로	분류할	경우	NY	거주자	19

명,	NJ	5명,	PA	2명	그리고	CT	1명으로	다양

합니다.	또	아름다운교회	교인은	11명,	타	교

인인	16	명이	비전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

만	장학위원회	일을	하면서	더욱	느끼는	것은,	

우리들의	부족함입니다.	꼭	필요한	지원자에

게	이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누구에게	이	혜택을	주어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	많

은	금액을	꼭	필요한	지원자에게	주고	싶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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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비전	에

세이를	쓴	아이들을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라

도	다	주고	싶기도	하고….	에세이를	읽다	보

면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한	아이들이지만,	여

러	다른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들

에	대한	고마움,	기특함이	느껴져	더욱	고민이	

되고	에세이를	또	읽고	또	읽어	보게	됩니다.	

선배 장학생이 후배 장학생을 위해

올해는	특히나	많은	지원자가	있어	더	고

심하고	있는	중,	너무나	힘이	되는	사연을	접

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장학금	문의전화로	제	

이름이	주보에	나가서인지,	작년	비전장학금

을	받은	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박

사	과정에	있는	학생인데,	작년에	학교에서	받

던	펀드(fund)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	

비전장학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비전장학

금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장학금이	그저	$800

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로	느껴졌고	너

무	감사했는데,	그때	마침	학교의	펀드도	잘	

풀리게	되어서	다음	해가	되면	꼭	한	명의	다

른	학생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고	싶다는	생각

을	했다고	합니다.	그후	일	년간	매달	십일조	

하듯이	모은	돈	$800을	올해	비전장학금으로	

헌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헌금은	장학위

원회로	전달되었고,	덕분에	올해에는	원래	정

해졌던	26명이	아닌	27명이	장학금을	받게	되

었습니다.	

그	학생의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먹먹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일	또한	에세이를	뒤척이

며	이리저리	고민	중인	저에게	하나님의	격려

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들

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

에	도움은커녕	방해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

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

음으로	행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선으

로	이끄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

셨습니다.	이번	장학위원회를	하면서	그	약속

을	다시	한	번	경험하고	그	축복을	하나님	일

의	동역자인	아름다운교회	모든	분들과	나누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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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금진섭 학생

우선	오늘	 아침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름은	 금진섭(Gene	

Kum)이고,	올해	비전장학금	수상자	중	고등

학교	졸업생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새로운	장을	긴장과	흥

분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저를	장학생으

로	선발해	주셔서	얼마나	커다란	영광인지	모

르겠습니다.

지나온	고등학교	시절,	우리는	더러	인생	최

고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무척	고단한	

시절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쉴	틈	없는	공

부,	바쁜	스케줄,	계속되는	특별활동…	끝나

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그

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우

리는	마침내	해냈습니다.	드디어	원하는	대학

을	정하게	되면서,	이제	대학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왔지요.	더	이상	끔

찍한	세	글자	단어들	-	SAT나	ACT-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등학교	졸

업식,	이제부터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항상	삶이	그렇듯이,	지금까지	정복해	온	수많

은	도전이	지나가면	곧이어	새로운	도전이	모

습을	드러냅니다.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겠지만,	저도	걸음

마를	시작한	순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삶

비전장학금 수상 소감

I would first like to thank God for bringing 
all us here together for worship on this 

Sunday morning. My name is Gene Kum, 
and I am here speaking today on behalf of all 
the high school graduates who were awarded 
this year’s Vision Scholarship. It is a huge 
honor to have been selected by the Vision 
committee to receive this scholarship as we 
anxiously await the start of a new chapter in 
our lives. 

As high school students, we’ve experi-
enced some of the best moments in our lives, 
as well as many enduring ones. Countless 
hours of studying, busy schedules, and ex-
tracurricular activities all amount to the high 
school experience we believed would never 
end. It was tough at times, but we did it. Col-
lege decisions were made, and we no lon-
ger have to worry about the constant stress 
of getting into them. We never have to hear 
the dreaded three-letter words, SAT or ACT, 
again. As recently graduated seniors, it’s a 
time of celebration. But, in life, as we con-
quer numerous challenges, new ones always 
emerge. 

Like many of my fellow church goes, I 
have been attending church ever since I could 
walk. Church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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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

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부

터가	우리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

다.	대학생활이란	집을	떠나서	세상을	탐구하

는	시기입니다.	슬프게도	이	시기에	많은	그리

스도인들이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렇

게	되지	않으려면	물론	유혹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과연	

신앙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깊이	고찰해	볼	필

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야	하며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비전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교회에서	우리에게	장학금을	수여

한	것은	우리의	갖고	있는	신앙과	비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비전장학금은	단지	수표에	

적혀	있는	숫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뿌리를	생각나게	해	주며	이	교회가	표

방하는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그	기초를	견고하게	쌓을	수	있도

록	교회가	도와주었습니다.	주일학교,	수양회,	

친구와의	교제,	다른	교회	행사들,	이	모든	것

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는	가족이나	목사님,	선

생님들의	인도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매일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	생활하다	보면	지금까지	해	온	믿

음생활의	형식에도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일	년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섬기던	교

회를	다닐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름다운교회와	우리를	추천해	주신	교역자들이	

항상	우리를	든든하게	지원해	줌을	알기에	떠

나면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위로가	됩

니다.	경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기도하는	중에	저희들을	기억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ur lives. But now, as many of us know, is a 
crucial point in our religious lives. College is 
time to explore the world away from home. 
Sadly, it is also a time when many Christians 
abandon their faith. To avoid these outcomes, 
we must not just steer clear of temptation, but 
learn to critically think about what our faith 
means to us. We must continually grow spiri-
tually, and never lose sight of our vision as 
Christians. 

It is reassuring to know that Arumdaun 
Church has awarded us with this scholar-
ship believing in our faith and vision. The 
Vision Scholarship is not just about the num-
ber written on the check. It will also serve 
as a constant reminder of the Christian roots 
we grew up with, and represent all that this 
Church stands for. Arumdaun Church and 
the other churches in the local area have pro-
vided us with a firm foundation in Christ. It 
is now up to us to take what we learned from 
the youth group program, the retreats, the fel-
lowships, and the other church related events 
and apply it to our daily lives without the im-
mediate guidance of our family, pastors, or 
bible study teachers. 

Being away from home will inevitably 
lead to changes in our religious routines. We 
will no longer be attending our respective 
churches on a routine basis for most of the 
year. But, we are very grateful and comforted 
knowing that we will depart with the support 
of Arumdaun Church and the pastors who 
recommended us on our behalf. 

Thank you for your time and please keep 
us in your pr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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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까지

무덥기만	하던	이곳	캄보디아의	오후!	한	

줄기	소낙비가	쏟아진	후	파랗게	펼쳐

지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어느덧	저희	마음

은	저	먼	뉴욕의	아름다운교회로	향하고	있습

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느	한	순간

도	그	푸른	하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곳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

무나	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안녕하시지요?	

7월	6일	저희들은	무사히	프놈펜에	도착했

습니다.	선교회	목장예배도	여전하겠지요?

벌써	많이	그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

도	우리	모두는	축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계

지도를	펴	보아도	아주	작고	작은,	그것도	반

전영민·하혜영 선교사

캄보디아에서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쪽으로	동강	난	민족이지만	세계	어느	곳을	다

녀보아도	크고	작은	한인교회들을	세우며	살

아가는	한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되어	감사

하며	놀라게	됩니다.	미국	본토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의	새	이민의	역사를	세

워가는	우리	한인들의	모습은	복음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미국에	이주하여	살면서	해외	선교

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심어	주었던	미국이	신앙적으로	연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

기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믿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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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다짐했던	이민	초기의	미국	생활이	기억

에	새롭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희들에게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

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지로	향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로	사역하고	있는	처형을	방문하게	되었고	

어린이와	청년들을	상대로	영어,	한국어,	그리

고	성경을	가르치는	처형을	보며	큰	은혜를	받

았습니다.	사실	나는	미국에	살면서	내가	가지

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

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더	좋은	것,	더	편안한	

것만을	생각하며	분주하게	살았던	자신을	돌

아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였으면

서도	가난하게	살았던	나의	분주한	미국생활

을	돌아보며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귀한	복음

에	빚진	자의	어리석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기	마지막	저녁에	현지	아

이들과	간단한	친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순박

한	모습의	눈을	가진	한	아이가	나에게	다가

와	물었습니다.	

“장로님,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꼭	다

시	한	번	오실	수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	기

다릴게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대답했습니

다.	

“예,	꼭	올게요.	오도록	노력하지요.	모두	

사랑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와의	약속이	나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	기뻐하며	우

리를	기다리는	그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

로잡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	부부는	

장기	선교사의	꿈을	키우며	미국의	일들을	정

리하고	온누리교회	세계선교센터에서	선교	훈

련을	3개월	받은	후	캄보디아로	다시	오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가	캄보디아에	도

착한	지도	벌써	2년	반이	넘었네요.

그간	허다한	기쁨의	사역들이	많았지만	무

엇보다도	귀한	일은	현지인들과	함께	니캄뿌

찌아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

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

시는	일이다’라고	하던	말씀이	우리	내외의	마

음에	다가왔을	때	우린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완넛	목사님,	스바이넷	전도사,	다라	전

도사,	에스더	전도사,	보팔,	쩜농,	로이,	씨본,	

쏩본,	로타.	쌀리,	파넷,	쏘니,	꽁빤냔	전도사	

등등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

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을	믿

으며	남은	우리의	이곳에서의	삶도	주의	나라

와	의를	위해	더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

습니다.	

부족한	우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

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캄보디아	니깜뿌찌아교회	전영민·하혜영	

선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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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나 인디언부족

삼만 명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땅끝까지 남백현 집사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주님	마음을	주소

서”	거창하고	거룩한	표어를	내걸고

황인철	목사님의	은혜롭고	뜨거운	기도	속에	

파나마	단기선교는	시작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남은	여생	하나님	나라	일

을	하게	하소서!	안경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

하게	하소서!	파나마를	소명의	처소로	삼아	

주소서!’라는	기도제목을	가슴속으로	되뇌이

며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JFK	공항에서	비

행기를	타고	PANAMA	CITI에	도착하여	하

룻밤	묵고	18인승	쌍발	비행기로	파란	SAN	

BLASS	 ISLAND	 바다	 위를	 50분	 날아서	

MULATUPU에	도착한	뒤	서정식	장로님이	

기부한	25마력	모터보트를	타고	조용하고	넓

은	바다	위에	파도를	일으키며	30분만에	목적

지인	CALEDONIA에	도착하여	현지에	유

일한	곳인	숙박시설에	여장을	풀고	사역을	시

작합니다.

첫날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	성

경구절을	넣어	코팅을	하여	나눠	주는	사진	사

역을	준비했는데,	준비해	간	프린터의	파워코

드가	하나도	아닌	두	개씩이나	(팀장	이희상	

장로님이	모든	준비물은	두	개씩	준비	엄명)	

없어진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허탈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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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소리도	못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

를	많이도	하고	연습도	충분하리	만큼	했는데	

저희들의	시련이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컴

퓨터가	잼이	되어	영화	상영도	못했습니다.	김

화경	자매가	금식을	하며	찍은	사진으로	영상

을	제작하여	옛날에	노천	극장에서나	보던	대

형	스크린에	보여	주었더니	어린아이들의	반

응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너

무나도	좋았어요.	하나	더	준비해	간	컴퓨터로	

영화	상영도	순조로히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서는	파나마	선교	팀에	같이	하시며	지혜와	은

혜를	주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눈과	가슴으로	

느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4영리	사역(전도폭발	복음	제시)을	열심히	

스패니쉬로	준비하여	연습했지요.	현지에	고

광철	선교사님으로부터	훈련된	사역자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직접	하시도록	훈련을	해	드

렸습니다.	구름같이	모여든	현지	분	반응들이	

너무도	 뜨겁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한	300명의	영혼	구원	목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4영리	사역이었어요.

안경(230명),	여름성경학교(700명),	건강검

진(300명),	영화(1,500명)	등	모든	사역이	은

혜롭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루시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

든	사역과	안경	사역을	통해서	늦은	나이에	나

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

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생겨나고,	파나마를	소

명의	처소로	삼아	주소서	하고	기도했던	응답

이	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

해	무엇을	하겠느냐	지금	물으신다면	예수님	

제자를	기르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광철	 선교사님께서	 VOLCAN	

선교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제자를	양

성하여	파견하셨기에	이번	단기선교	팀이	하

나님	일을	충실히	은혜롭게	할	수	있어	고	선

교사님	사역과	현지	사역자님들의	사역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교회	온	성도

들의	중보기도에	힘입어	은혜롭고	산	체험으

로	파나마	단기선교를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꾸나	인디언	부족	삼만	명의	영혼	구원은	내

가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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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집사

VBS 특집

2012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

안	 열렸던	 ‘아름다운	 여름성경학교

(VBS)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경험했던	놀라운	시

간이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아

름다운	공연을	위해	각자의	파트를	연주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각자가	맡은	직분을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오직	복음’이라는	완성된	사랑

의	협주곡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

고	싶습니다.	우선	몸이	편찮으심에도	불구하

고	아이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주신	집사님과	여러	어머니들,	당신들의	헌신

과	열정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스테이션을	맡아서	도와준	고등부	중국	선교

팀,	학업에	힘써야	할	중요한	나이임에도	불

구하고	오직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

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들의	준비된	모습

과	진지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았

습니다.	해마다	신나는	율동으로	아이들의	눈

과	귀를	즐겁게	해	주는	율동	팀,	당신들이	없

는	여름성경학교란	이제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반을	맡아	주신	선생님들,	멋진	무대	

장식으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신	분들,	마지

막	날	봉사자들의	수고에	감사하시다며	저녁

을	준비해	주신	권사님과	기도로	함께	준비했

던	집사님,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비전

센터	앞에서	도어맨	역할을	자처하셨던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님들,	이보다	더	멋진	도

어맨들을	저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2012년	여름성경학교는	많은	분들

의	기도와	봉사로	이루어	낸	하나님의	작품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68명	등록

에	자원봉사자	72명이	연주했던	사랑의	협주

곡.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감사의	눈물

이	흘러나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끝난	후,	한	집사님이	오셔

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내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고…	5년	전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끝나고	

작은	방에	들어가	연신	눈물을	훔쳐	댔던	그날

을.	그때	받았던	은혜를	잊지	못해	해마다	여

름성경학교와	함께	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분

들이	저희들이	경험했던	그	사랑과	은혜를	함

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

히	원하옵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신 사랑의 협주곡, 
2012년 ‘아름다운 여름성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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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선교	팀의	준비과정으로	VBS에서	

선생님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

니다.	작년에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VBS에

서	봉사를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

었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인내심과	참을성이	많은	사

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들,	특

히	에너지가	넘치고	끊임없이	놀아달라고	보

채서	피곤하게	만드는	애들은	딱	질색이었습

니다.	꼭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

처럼	저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

고	있었습니다.

이번	VBS에서	저는	간식	담당	책임자가	되

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이	배운	성경말씀

과	관련된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앉혀	놓

고	간식으로	성경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

었습니다.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주	언

성을	높였는데,	아이들이	듣고	조용해지는	것

을	보고	놀랬습니다―단지	2분이었지만요.	그

래서	말을	마친	후에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

면서	간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저에게는	간식	담당	책임자	말고	또	다른	책

임이	주어졌는데	무대에서	VBS	음악에	율동

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동작을	배웠지

만	저는	제가	결코	댄서가	될	몸이	아님을	알

았습니다.	제	몸은	마치	대나무	막대기	같이	

As	a	member	of	the	Summer	Missions	

Team,	it	was	required	of	me	to	vol-

unteer	as	a	teacher	in	VBS.	Although	I	

have	 previously	 volunteered	 in	 VBS	 at	

my	old	church,	it	was	not	one	of	my	fa-

vorite	things	to	do.

Unfortunately,	I	am	not	the	most	pa-

tient	 or	 tolerant	 person	 in	 the	 world.	

Therefore,	I	was	never	fond	of	hanging	

around	young	children	who	seem	to	have	

endless	amount	of	energy,	who	seem	to	

nag	 everyone	 they	 meet,	 asking	 them	

to	 play	with	 them	 no	matter	 how	 tired	

you	 are.	 Like	 how	 a	 frog	 forgot	 about	

the	times	when	he	was	a	tadpole,	I	had	

forgotten	that	I	was	once	an	obnoxious	

child.

I	 was	 chosen	 as	 the	 Snack	 Station	

Leader.	My	job	was	to	prepare	a	snack	

that	connects	to	the	bible	lesson	and	ex-

plain	to	the	kids	on	how	it	connects	 to	

the	 sermon	 they	 heard	 that	 morning.	 I	

had	to	frequently	raise	my	voice	to	settle	

down	 the	kids,	 but	 it	was	 surprising	 to	

see	the	kids	respect	me	and	quite	down	

for	the	next	two	minutes.	So	when	I	was	

done	talking,	I	let	them	play	with	their	

friends	and	eat	a	good	snack.

My	responsibility,	however,	was	more	

than	just	the	snack	station	leader.	I	also	

had	 to	 do	 body	motions	 to	 VBS	 songs	

on	 the	 stage.	 After	 couple	 of	 learning	

이번 캠프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김태훈 / 고등부 11학년



52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뻣뻣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었기	때

문에	무대에서	율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

무	부끄러웠지만	갈수록	재미가	있었고	즐겁

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다른	책임자들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VBS	캠프	동안,	저는	하나님께	인내심과	

참을성을	달라고	수시로	기도해야만	했습니

다.	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셨

던	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

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캠프가	진행될수록	

애들에	대한	나의	생각도	바뀌어졌습니다.	아

이들을	보면서	옛날에	잊었던	기억이	생각났

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들	주위를	쫓아다니고	

또	형들을	좋아했는지.	저	또한	어렸을	때는	

제가	가르친	아이들보다	더	귀찮은	꼬맹이였

는지를.	결국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	낸	것이

지요.

이것을	깨닫게	된	뒤에	저는	아이들에게	마

음을	열고	그들과	진심으로	마음껏	같이	놀아

주었습니다.	VBS가	끝날	무렵에	저는	진심

으로	아이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을	가르치고	그들과	같이	있고	같이	노는	것

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귀찮게	하

고	쫓아다녀도	더	이상	싫어하지	않게	되었습

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나와	편안하게	노는	것

이	기뻤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의	VBS도	벌써부터	기

다려집니다.

practices,	I	found	out	that	I	should	not	

become	a	dancer.	I	was	clumsy	and	my	

body	as	stiff	as	a	bamboo	tree.	However,	

I	had	no	choice.	I	had	to	do	it.	Although	

it	was	quite	embarrassing	at	first,	I	even-

tually	came	to	enjoy	doing	it	and	had	a	

lot	 of	 fun	 in	 the	process	 too.	 It	 helped	

me	a	lot	knowing	that	other	people	have	

to	suffer	the	same	responsibility	as	me.

Throughout	 the	 VBS	 camp,	 I	 had	 to	

frequently	pray	to	God	for	patience	and	

tolerance.	 I	 prayed	 that	 the	 Lord	 may	

change	my	heart	about	children	and	en-

able	me	to	love	them	the	way	Jesus	did.	

Thankfully,	 God	 had	 graciously	 an-

swered	 my	 prayer.	 As	 the	 camp	 went	

on,	my	opinion	on	the	kids	changed.	As	

I	observed	the	kids,	I	remembered	what	

I	had	once	forgotten:	how	I	loved	to	be	

around	older	students	and	how	I	looked	

up	to	them.	When	I	was	young,	I	was	as	

annoying,	if	not	more,	than	the	kids	that	

I	 taught.	 I	had	finally	 remembered	be-

ing	a	tadpole.	Knowing	this,	I	opened	up	

more	to	the	kids	and	I	let	them	play	with	

me	as	much	as	they	wanted	to.

By	the	time	VBS	was	over,	I	was	really	

fond	 of	 the	 kids.	 I	 loved	 playing	 with	

them,	teaching	them,	and	just	being	with	

them.	I	was	not	bothered	by	the	constant	

nagging	 or	 chasing,	 and	 I	 was	 elated	

that	they	are	comfortable	enough	to	play	

with	 me.	 Thank	 you	 God	 for	 changing	

my	heart	and	I	can’t	wait	for	next	year’s	

V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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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의 신나는 선물, 아름다운VBS!
Daniel Min (All Stars, 5th grade)

VBS	this	year	was	great	and	every	one	had	a	 lot	of	 fun	and	we	all	
learned	a	lot	about	God.	We	all	came	in	the	Vision	Center	the	new	loca-
tion	for	VBS.	We	got	name	tags	and	went	in	the	chapel	to	praise	God	and	listen	to	God's	
words.	After	that	is	all	done	all	of	us	go	to	specially	assigned	activities	such	as	Sky	Dive	
diner	and	games.

VBS	 2012	was	 a	 great	 experience	 to	 have	 fun	 and	 learn	 about	God.	At	VBS	 2012	 I	
learned	a	lot	about	God.	God	sent	his	son	down	to	earth	and	did	miracles	to	us	people	
to	prove	he	was	the	son	of	God.	Jesus	wanted	us	to	trust	him	no	matter	what.	The	theme	
for	VBS	this	year	was	“Trust	God	no	matter	who	you	are,	what	you	do,	where	you	are,	
etc...”To	prove	Jesus	was	the	son	of	God	he	brought	Nazurus	back	from	the	dead	and	died	
for	all	the	sins	you	and	I	made	every	day.	

VBS	is	a	wonderful	program	that	allows	us	to	learn	about	God	and	still	have	fun.	At	
VBS,	 everyday,	we	 start	 out	 by	 praising	God.	We	 stay	 in	 the	 same	 room	and	meet	 a	
cartoon	character	that	helps	us	remember	our	bible	verse.	Every	verse	we	learn	is	to	a	
theme.	We	learned	about	God	sightings	which	are	anything	that	God	had	done	in	our	daily	
life.	We	go	to	activities	such	as	the	theater	that	shows	a	movie	about	a	girl	and	squirrel	
learning	about	God	through	a	game	show.	It	uses	cartoon	characters	to	entertain	us	while	
teaching	us	bible	verses.	You	do	different	activities	according	to	the	bible	verse	or	the	
theme,	for	example,	the	snack	making	place	where	make	snacks	related	to	the	bible	verse,	
a	play	theater	where	we	learn	a	play	based	on	the	verse	we	have	learned,	All	Star	games	
where	we	play	games,	and	probably	more	activities	that	I	do	not	recall.	

Some	of	us	sent	donations	to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	is	under	a	dictator	who	
takes	all	the	good	things	away	leaving	them	with	nothing	at	all.	Missionaries	from	our	
church	are	going	to	North	Korea	to	deliver	our	money	in	a	blanket	form.	In	other	words	
Missionaries	buy	blankets	and	sends	them	to	North	Korea	to	give	to	the	cold	children	
who	are	dying	every	day.	I	pray	that	the	missionaries	come	back	safely	and	deliver	the	
blankets	or	pillows	safely.

VBS	2012	was	great	and	I	wish	to	come	back	next	year.	VBS	is	not	all	about	fun	and	
games	or	friends.	VBS	is	about	learning	about	God	and	about	what	God	did	to	us.

Katie Limh (All Stars, 5th grade)
In	 this	 year’s	VBS,	 I	 learned	 to	 trust	God.	We	began	by	 learning	

about	bible	buddies,	which	each	represent	a	logo.	The	logos	were	“No	
matter	who	you	are,	Trust	God!,	No	matter	how	you	feel,	trust	God!,	
No	matter	what	people	do,	Trust	God!	and	No	matter	where	you	are,	

Trust	God!”
During	 the	week	of	VBS,	we	had	sessions	we	had	 the	sky	dive	diner,	

imagination	center	and	the	movie/play	center.	It	made	me	feel	happy	to	worship	God,	
everyday.	The	sessions	reminded	me	of	how	special	God	is	and	what	he	did	for	us.

After	the	week	of	VBS,	it	left	me	with	a	feeling	of	God’s	love.	Now,	I	know	that	I	can	
trust	God,	whenever	my	troubles	occur.

CHURCH VBS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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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중등부 지도 교역자
이상원 전도사

People 교역자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름다운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부임한	이상원(James	

Lee)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처럼	모교회로	돌아와서	사역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참으로	

좋은	저희	아름다운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친구들과	교우님들의	낯익은	얼굴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키

워	준	아름다운교회에서	그동안	제가	받은	은

혜를	이제는	갚을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아름다운교회에서 누렸던 신앙의 축복

중등부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옛

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7학년때	처음	

이곳에	와서	대학을	갈	때까지	아름다운교회

를	다녔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낸	이	교회야말

로	저에게	가장	소중한	곳이지요.	건물	구석구

석이	추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생님과의	

성경공부	시간들,	주일예배,	그리고	교회	여

기저기에서	친구들과	놀던	기억들.	저의	신앙

을	자라게	해	준	그	당시	중·고등부	목사님

이었던	Sam	Park	목사님의	설교는	지금까지

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가

장	중요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은	바로	멕시

코	Juarez	선교여행입니다.	제가	그해에	고등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간	첫	번째	선교여행이

었는데,	가을에	대학	들어가기	전의	마지막	여

름방학을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떠난	거지요.	그

Hello, my name is Sangwon Lee and I 
am the new Jr High youth pastor for 

Arumdaun Church. After graduating from 
seminary by the grace of God I am fortunate 
enough to return back to my home church. 
I am glad to see many familiar faces, friends 
and members who have dedicated their years 
in serving this wonderful church. Now I am 
blessed to give back and serve the church 
that has helped me to grow in my walk with 
Christ. 

Looking at the Jr High school students 
during their worship service, I cannot help 
but be reminded of my own years as a young 
student of the church. I myself first came to 
Arumdaun church as a Jr High student in 7th 
grade and was a member until I attended col-
lege. Because of this reason the church is very 
dear to me as it is where I spent my youth. 
Each part of the church building is filled with 
memories of bible studies with the Sunday 
school teachers, worship services, and fel-
lowship with friends. I can still recall some of 
the sermons from then pastor Sam Park that 
helped me in my growth as a Christian. One 
memory that stands out was the mission trip 
to Juarez, Mexico. It was my first mission trip 
and it took place after my graduation from 
High school. Before starting college in the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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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역의	목표는	여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의	

건축을	돕고	아이들을	위한	여름학교를	운영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멕시코	Juarez에서

의	경험으로	인해	제	마음	안에	소외된	자들

을	돕고	싶다는	열정이	처음으로	생겨났습니

다.	선교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

기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언젠가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가난한	아이

들을	교육시키며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일

을	비롯하여	기타	여러	일들을	교회	안에서	경

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을	다듬어	가

셨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중등부 사역을 향한 비전

아름다운교회	중등부	사역을	향한	저의	비

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공만을	부추

기는	이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은	영적	성숙은	

소홀히	하면서	오직	세상적	성공을	향해서	몰

아침을	당하고	있습니다.	쉴	틈	없는	오락과	

경건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해	스스로가	얼마

I decided to spend my summer to go on mis-
sions and spread the Gospel in another coun-
try. Our mission team's goal was to help build 
a women's shelter and run a summer school 
program for the children. My experience in 
Juarez fostered in me a desire to help the less 
fortunate. During the plane ride back from 
the mission experience I remember thinking 
to myself that I want to build a school that 
can educate and minister to financially poor 
children. It was this experience and many 
others in Arumdaun church that the Lord 
had used to shape my faith and for this I am 
very thankful.

My vision for the Jr High is to guide every 
student into a personal and mature relation-
ship with Jesus Christ. Today, in this age of 
success driven mentality, many of our youths 
have been pushed forth toward worldly suc-
cess while neglecting their own spiritual 
growth. The students are blinded of their lack 
of maturity by nonstop entertain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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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thy for godliness. The trend of culture has 
also shown a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students and parents. As the years go by even 
though our students are growing physically 
and mentally, they are stunted in their more 
important growth: their love for God and 
mankind. Having a strong relationship with 
Jesus will give the student the life-giving, 
self-sacrificial love that Jesus himself demon-
strated. One of the clearest sermons that I re-
member from my own Jr High pastor was his 
sermon on the fruits of the Spirit. Galatians 
5:22-23 says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This was the code 
that I tried to live by, to grow spiritually and 
bear these fruits of the Spirit as much I can. 
I hope to share the love of Jesus and bring 
many students to faith and in their lives also 
bear these nine fruits of the Spirit. 

For this summer I have also been serving 
as the pastor for the Arumdaun Summer 
Camp. I am learning the joys of being a pas-
tor as I see teachers and students growing in 
their walk with Christ. Throughout the sum-
mer camp there have been several students 
who have been visibly changing and long-
ing to know and become more like Jesus. It 
is truly a blessing to share the Gospel story 
to these children that hunger and thirst for 
God’s word. It is my prayer that more and 
more students in Arumdaun will have the 
spiritual hunger and desire to grow in faith. 
Please pray for our Jr High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To God be the glory.

나	미성숙한지도	깨닫지	못하는	장님과도	같

습니다.	또한	이	시대	문화경향	중의	하나는	

자녀들과	부모들	간의	소통의	부재입니다.	세

월이	흐르면서	자녀들의	머리와	몸은	성장하

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장,	즉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그	성장이	둔화되고	있

습니다.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그

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하신	자기	희생의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

수님과의	견고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

니다.	Sam	Park	목사님의	설교	중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설교	중의	하나가	성령의	열매

에	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

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

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애쓰면서,	저	자신이	영적

으로	성숙해져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가

능한	많이	맺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과	나누면서	많은	아이들을	믿

음으로	가르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아홉	가

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저

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여름캠프에서	교역자로	섬기는	기회를	가졌

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날로	자라

가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교역

자로서의	참	기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에	여러	학생들이	눈에	띄게	변화하

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와	같이	되

기를	갈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

씀을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그런	학생들에

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은	진정

한	축복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하기는	교

회	안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영적	배고픔

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

막으로,	열심으로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선생

님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아름다운교회	성도

님들이	중보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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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서	홀트는	1904년	미국의	아이오와	주

에서	태어났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

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충성스러운	

순종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20세기	

초인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아이오와	대학

에서	간호학과	교육학을	전공으로	대학교육

을	마친	후	1927년	사우스	다코타	주에서	밀

농사를	하고	있는	한	가난한	소작농인	남자

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남의	땅을	빌려서	소

작농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	결국	소

작농	사업은	파산하게	된다.	그들은	소작농을	

포기하고	새로이	목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

는데,	이	사업은	대성공이었다.	그들의	회사

는	직원을	53명까지	두는	큰	사업으로	번창하

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	바로	그	순간,	

남편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죽음	직

전까지	가는	체험을	하게	된다.	쓰러진	남편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부인은	예수

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떠올렸

다.	이	사건으로	이들	부부는	건실한	크리스천

PEOPLE 김숭운 집사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 버서 홀트

으로	살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진실로	하나

님을	위해	헌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남편과	부인

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년	간은	그들	부부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	

한국의 고아들을 품다

1954년,	마을의	공회당에서	그들은	한국의	

6.25	전쟁	고아들의	비참한	삶을	다룬	다큐멘

터리	영화를	보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생

겨난	한국의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교회의	

모금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그동안	해	온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들	부부에

게	“너희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한국의	고아

들을	구제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었다.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한국의	고아들에게	가

정을	마련해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기

로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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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에게는	이미	여섯	명의	자녀가	있

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숫자의	한국의	

고아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긴

다.	그들은	당시	두	명까지만	입양할	수	있었

던	미국	법을	개정하도록	운동을	벌였고,	마침

내	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1955년	전

쟁이	끝난	폐허의	땅인	한국으로	건너가	한꺼

번에	여덟	명의	아이들을	입양하였다.	대단한	

부자가	아니었던	그들이	여덟	명의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마련한	삶의	터전

인	땅의	일부를	팔아야만	했다.	농토를	팔아가

며	입양을	하는	이들을	주변에서는	‘유별난	신

앙’이라고	흉을	보기도	했다.	또한	가까운	사

람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물질적	후원이나	한두	명의	입양으로도	충분

하다며	설득을	하려	들기도	했다.	

홀트 국제아동복지회의 탄생

그러나	이들이	받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

신과	순종의	마음에는	추후도	흔들림이	없었

다.	이들의	소식이	주변에	전해지면서,	하나님

께서	준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

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고아들을	돌보

는	데	써	달라며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많은	미국인	가정들이	한국	고아들을	입양하

는	방법을	이들	부부에게	의논하게	되었고,	이

들	부부를	통해서	한국으로부터의	본격적인	

고아	입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여덟	명의	입양뿐만	아니라	한국	고아

들의	입양사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비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가지

고	있던	나머지	땅을	팔아	한국으로	이주를	하

고	본격적인	고아	입양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시작한	입양	사업은	1956년	‘홀트	양

자회’를	탄생시켰고,	후에	‘홀트	국제아동복지

회’로	발전한다.	이들	부부가	바로	홀트	국제

아동복지회의	설립자인	해리	홀트와	버서	홀

트이다.	남편	해리는	1964년	생을	마쳤고	홀

로	남은	그녀는	평생을	고아들에게	가정을	마

련해	주기	위해	헌신했다.	 ‘홀트	국제아동복

지회’는	세계	26개국으로	확대되어	20여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

었다.	그	가운데	8만여	명은	한국	출신	고아들

이다.	그들을	통해	미국의	정치계,	경제계,	문

화계,	종교계들에서	수많은	성공	스토리가	쓰

여졌다.	홀트	여사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	훈장	무궁화장

을	받았고,	테레사	수녀	등이	받았던	키스와니	

세계	봉사상을	받았다.

차별없는 자식 사랑

그러나	그런	세상적	인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입양한	고아들을	자기	자식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점이다.	입양	초

기에	있었던	일화다.	입양한	아이	가운데	한	

아이가	심하게	아파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

가	심각한	얼굴로	 “고치기	힘든	유전병입니

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그들	부부는	깜

짝	놀라며	의사에게	대답했다.	“그럴	리가요?	

우리	집안	내력에는	그런	병이	없는데요.”	그

들은	그	아이가	자신의	생물학적	아이가	아

닌	입양아였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이다.	

그녀의	차별없는	자식	사랑의	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화가	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서	출산의	고통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14자녀	가운데	막내인	베티가	“엄마,	나	낳을	

때는	어땠는데요?”	하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때를	기억해	내기	위해	한참을	생각

하더니,	마침내	기억이	난	듯	말했다.	“아!	베

티는	내	배에서	안	나왔어요.	다른	엄마	배에

서	나왔어요.”	그녀의	대답에	온	가족의	폭소

가	터져	나왔음은	물론이다.	

그녀는	아흔	살이	넘은	나이에도	홀트를	통

해	입양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손수	축

하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한다.	그녀는	2000년	

미국에서	죽었지만,	그녀의	사랑과	헌신의	삶

을	존경하는	한국인들에	의해	한국으로	돌아

가	묻혔고,	지금의	홀트	재단은	그녀의	딸인	

말리	홀트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다.	한	부부의	

기도와	순종이	나은	기적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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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김성희 집사 / 인테리어 디자이너

현대를	사는	우리의	일상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포근한	휴식처를	그리는	것은	우리

의	자연스런	본능이며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궁극적인	홈인테리어의	기능	중	가

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편안함과	안락함에	savvy함과	세련됨까지.	유럽식	컨츄리	스타일

(European	Country	Style)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많은	각광을	받는	것은	그런	기능적인	

이유로도	설명될	수	있다.	은은한	플라워	패턴의	패브릭,	손때묻은	거친	나뭇결	사이로	시간을	

초월한	듯한	섬세한	조각을	담은	가구와	엔틱	소품	등은	기계화,	정형화된	세상으로부터의	위

안과	여유를	자아낸다.

미국에서의 European country style은 종

교박해를 피해 이민 온 많은 유럽 청교도인

들이 전달해준 문화적 요소가 크게 작용한

다. 또한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의 Grand 

Tour를 즐기던 부유한 미국인들에 의해 로맨

틱한 홈데코 아이디어로 재해석되어 번성하

게 되었다. 곡선미 넘치는 가구를 장식하는 

꽃무늬 천과, 정원의 모습을 모티브로 수놓

은 니들포인트 쿠션, 빅토리아 시대의 도자

기 소품 등은 European country style의 무

한한 매력을 발산한다. 또한 명도가 강하고 

3원색의 프린트가 특색인 프랑스의 프로방

스와, 터스칸의 석양을 연상케 하는 이태리

식 컨츄리 스타일은 경쾌함을 주기도 한다.

로맨틱한
European Country Style

홈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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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시대를 막론하

고 천이나 벽지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이다. 특히 침실에 사용되는 꽃무늬

는 마치 아늑한 정원과 같이 정감있고 경쾌

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내지만 반드

시 핑크빛이나 원색일 필요는 없다. 사진에

서와 같이 은은한 초록 회색 바탕은 장미꽃

을 한층 우아하게 돋보이게 한다. 침대 머리

맡의 데미케노피(demi-canopy)는 절제된 권

위감을 주며 케노피의 안감과 베개에 사용

된 체크무늬(plaid) 패브릭은 꽃무늬에서 느

껴지는 달콤함이 지나치지 않도록 안정된 대

비를 준다.

시원하고 매력적인 프랑스풍 데코의 안락

한 거실에서 우아하며 화사한 분위기가 물

씬 풍긴다. 소파에 사용된 다메스크 패턴의 

근엄함을 크림색과 프랜치블루 색채의 줄무

늬를 사용한 welting(소파가장자리를 두르는 

띠)으로 지나치게 무겁게 보이지 않도록 조

화를 이루었다. 검은색 철제로 만든 커텐봉

과 접시걸이에서는 로맨틱한 컨츄리 스타일

의 터치가 엿보인다.

잿빛 보라와 흰굴색(oyster white) 데코가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차분한 안방의 분위기

를 만든다. 벽지와 커텐에 사용된 전형적인 

French Toile 패턴은 은은한 줄무늬와 다이

아몬드 패턴과 함께 단정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바랜 듯 보이는 앤티크 화이트 마감은 

프랜치 컨츄리 가구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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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윈도우 seat을 이용한 banquette 

seating은 창가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한 예로 

들 수 있다. 오픈된 붙박이 선반 위에 흰색과 

청색 도자기는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개성을 돋보이게 한다.

양쪽의 창문 사이로 커머셜 가스레인지가 미

닫이식 왕골바구니의 요소로 인해 캐주얼한 컨츄

리 스타일로 돋보이게 한다.

컨츄리	스타일은	세계적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실내장식에서의	‘컨츄리’라는	의

미는	단순하고	편안함,	자연과	가까운	우리	삶의	기본적인	리듬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다는	뜻

으로	해석된다.	그런	면에서	롱아일랜드의	지리적,	자연적	환경은	컨츄리	스타일을	더욱	아름답

게	배가시키며	오랜	시간	매력적인	홈데코	스타일로	사랑받아	오고	있다.	간단한	소품	한	점으

로라도	나만의	로맨틱한	홈데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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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퍅해지고 이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적 해결방법을 찾게 되지

만 법적 절차가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피해 한도가 $5,000 이하인 경우 소액 재판제

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자주 듣고 있지만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사전지식이 충분치 않

아 엄두가 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는 소액 재판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액 재판의 대상

뉴욕	주의	경우	$5,000	이하의	금전	청구에	

한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테넌트를	내보내	달

라고	하거나	교통사고에	따른	고통	피해보상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지만,	집주

인이	보증금(Deposit)을	돌려	주지	않는다든

가	상대방이	공사비나	외상값을	갚지	않는	경

우	등에는	많이	이용됩니다.	상대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관없으며	재판	청구시	이름을	정

확히	알지	못해도	가능합니다.	일단,	알고	있

는	이름을	사용해	재판	청구를	하고	재판	전까

지	정확한	상대방의	이름이나	회사명을	알아	

법원	소액	재판부에	알려	주면	됩니다.	

소액 재판의 신청

상대방의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카운티	법

원	소액	재판부(Small	Claim	Department)

에	가서	재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에는	

간단한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서에	

상대방의	이름,	주소,	청구	금액	그리고	청구	

사유를	적고	소액의	신청료를	내면	접수가	됩

니다.	보통	법원	직원이	작성을	도와주며	접수

시	한국어	통역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판	당

일	나와서	통역을	해	줍니다.	

신청서	접수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데	재판	날짜,	시간	및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소액 재판의 준비

소액	재판은	정식	재판과	같은	복잡한	법정

절차가	생략된	반면	개인별로	할당된	시간도	

많지	않아	사전에	꼭	필요한	서류를	단순	명

료하게	정리하고,	자기	주장과	함께	상대방의	

주장에	대비할	답변을	몇	가지	간단하게	준비

해야	합니다.	

리스,	계약서,	영수증	그리고	사진	등의	증

거를	준비하고	증인이	있는	경우	미리	부탁해

서	재판	날	데리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소액 재판 제도
(Small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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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재판의 진행과정

법원이나	개인사정에	따라	오전과	오후에	

재판이	열리기도	하는데	정해진	날짜와	시간

에	가게	되면	해당	법정	입구에	재판순서표가	

붙어	있습니다.	순서표에서	자기	순번을	확인

한고	법정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출석여부를	

체크합니다.	하루에	보통	수십	건의	재판이	진

행되므로	이때	참석하지	않으면	바로	재판에	

지게	됩니다.

재판순서표에	따라	자기	차례가	되면	선서

를	시키고	그	후	각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줍

니다.	재판	신청시	한국어	통역을	신청한	경우	

법정통역인이	나와	모든	내용을	통역해	줍니

다.	변론시	준비한	내용을	요령있게	설명하면	

되고	판사에게	너무	떼쓰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변론은	보통	10분을	넘지	

않고	재판이	끝나면	며칠	후	판결내용이	담긴	

편지가	각자의	주소로	배달되어	옵니다.	재판

에	이길	경우	판결문(Notice	of	Judgment)

에는	배상받을	금액,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

을	주지	않을	경우	연락할	집행인(Marshal)

의	연락처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재판에	질	경

우	항소(Appeal)는	할	수	있지만	결과를	뒤

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상액의 청구방법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경우	판결

금	수령확인서(Satisfaction	of	 Judgment)

에	사인하고	공증받아	주면	되지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는	신청인이	

집행인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적혀	

있는	집행인에게	찾아가	재산압류(Levy)를	

해	달라고	해야	하며	이때	신청인이	상대방의	

계좌정보나	재산내역을	알려	주고	집행해	달

라고	해야	합니다.	보통	집행인이	다	알아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의	거래

은행이나	주소를	미리	알아	놓으면	좋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정보가	없다면	법원	소

액재판부에서	개인정보	소환장(Information	

Subpoena)을	구해	법원	직원의	사인을	받은	

후	개인	수입	및	재산내역에	관한	질문서,	반

송봉투와	함께	상대방의	직장,	랜드로드	그리

고	은행	등에	보내야	합니다.	개인정보	소환장

은	상대방이	재판에	지고도	배상하지	않으니	

상대방의	재산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알

려	달라고	하는	법원의	요구서입니다.	

이상과	같은	법적	지식을	가지시면	소액	재

판제도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시리

라	생각됩니다.	소액	재판제도는	변호사의	도

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간편한	재판제도이

므로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용기를	내어	본

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	보

시길	바랍니다.		

전진수	집사	/	변호사

문의	:	718-352-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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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아름다운교회	본당에서	있

었던	어린이	성가대의	공연은	그	어느	

해보다도	 특별했습니다.	 정기발표회처럼	 공

연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춥고	배고픈	

북한	아이들에게	이불을	보내	준다는	따뜻한	

미션을	품고	아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했습니다.	한창	놀고	싶은	나이임에도	주일뿐	

아니라	매주	토요일날	모여	아이들은	힘을	다

해	어려운	가사를	외우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

했습니다.	그	결실이	아름답게	빛나던	날,	많

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꾀꼬리	같은	우리	아이

들의	맑고	순수한	찬양을	함께	기뻐하며	은혜

를	누리고	또	북한	아이들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첫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

든	것이	범상치	않았던	이번	어린이	성가대의	

CHURCH

아름다운 마음으로 소리 높여 찬양!

어린이 성가대의 북한 돕기 공연

특별	프로젝트,	그	가운데	담긴	특별한	은혜를	

캐내기	위해	이번	공연의	숨은	주역들인	네	분

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사회자:  어린이 성가대를 볼 때면 Pre-K부

터 All  stars(초등부) 학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모여 매주 부지런히 연습하는 그 열심

에 감탄하곤 했어요. 벌써 어린이 성가대 공연

도 12년째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북한 돕기 공

연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김호경 집사:	 지금까지는	매주	 Dreamer,	

All	stars	예배	때	찬양을	하면서	일	년	동안	

연습한	곡들을	부모님께	보여	드리는	정기발

표회	형식으로	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

으로는	우리	공연이	선교와	연결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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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안

수진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북한	

선교를	가시면서	이불,	옷	등을	만들어	탁아

소,	고아원에	나눠	주는	컴패션	사역을	시작

하셨는데,	그분과	계속	연결이	되면서	기도하

는	중에	이번에	북한을	도우면	좋겠다는	마음

이	들었어요.	그래서	PTA	모임	때	나누었더

니	다들	좋다고	하셔서	이번	공연은	겨울에	추

운	북한	어린이들에게	이불을	보내주는	미션

을	갖게	되었어요.	

김성희 집사:	5월	말에	지민정	집사님	댁에

서	PTA	멤버들이	모인	적이	있는데,	그날	많

은	진전이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메인	아이디

어만	있었지	구체적이지	않고	역할	분담도	없

었는데,	그날	모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셔서	너무	쉽게	일을	자원해서	맡아	주시

는	거에요.	참	복잡했던	내용들이	쉽고	가벼

워지는	회의였어요.	특히	신용철	집사님이	신

현미	집사님	권유로	오셨다가	고기를	드시고	

큰	일을	하셨죠.	성가대	홍보영상을	맡아	주

셨거든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함께	기도제목

을	올려서	매일	기도하기로	결정한	뒤	가족끼

리	밤	10시가	되면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김호경 집사:	제가	12회째	공연을	하면서	느

낀	것은,	‘기도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올려놓

고	함께	기도하기는	처음이었어요.	그것의	효

과가	크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모든	일

들이	정말	일사분란하게	가는	거에요.	일이	이

렇게	쉬울	수	있구나	싶었어요.	사실	콘서트	

때	헌금을	걷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	교회

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는데,	당회에서

도	쉽게	잘	결정이	되어	북한	돕기	헌금을	걷

게	되었어요.

사회자:	이번 공연을 앞두고 두 번의 광고 영

상이 예배 시간에 나갔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

니다. 북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찬양하

는 우리 아이들의 예쁜 마음과, 어려운 처지의 

북한 아이들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공연에 참석

하여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절로 불러일으켰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광고는 어떻게 제

작하게 되셨나요?

신용철 집사:	사실	광고를	찍자고는	했지만	

자료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

데,	광고에	대해	계속	고민할	때	컨셉이	없는	

상태에서	희안하게	필요한	자료들이	눈에	띄

고,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찍었는데	연결고리가	

잡히는	거에요.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의	입	속에서	나오는	기

도문이	그대로	영상이	되더라고요.	다들	한창	

뛰어놀	나이에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	선생

님한테	혼나면서도	“성령이여~”	하고	노래하

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

면서도	얘들이	택함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구

나	싶었어요.	그	축으로	첫	번째	동영상이	제

작된	거에요.	그렇게	광고가	나갔는데,	또	저

를	부르시더니	하나	더	제작하자는	거에요.	그

것도	일주일	사이에.	좀	심한	것	같죠~(웃음)

김호경 집사:	광고를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거

든요.	그래도	신	집사님이	다시	토요일	날	찍

으신	후에	밤새	작업하시고	편집하셔서	새벽	

4시에	유투브에	올려주셨어요.	정말	그	순발

력과	아이디어가	대단하세요.

신용철 집사:	두	번째	광고를	위해	참관했을	

때,	갑자기	김호경	집사님이	신발을	벗고	스타

킹만	신고	왔다갔다	하시는	거에요.	시간은	없

고	리허설이죠.	애들도	밥도	못	먹고,	몰래	먹

으러	갔다가	들켜서	혼나고.	이러한	힘든	과정

을	겪으면서도	다음	주에	있을	콘서트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컨셉이

었어요.	아이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또	서툰	

한국말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

며	북한	동포	위해	연습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슴에	그대로	와닿았어요.	그리고	마침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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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동영상	자료를	찾게	되어	광고에	삽

입하려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끌고	오기가	쉽

지	않은	거에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

는데,	집에서	신현미	집사가	빨래	개다가	“그

냥	카메라로	찍어요”	말하는데	정말	너무	쉽게	

풀렸어요.(웃음)	

김성희 집사:	이번	광고	영상이	정말	감동적

이었어요.	광고	보면서	울긴	처음이었어요.	그

래서	저는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께	카카오톡

으로	보내드렸는데,	우리	어머님이	주위	분들

께	보여	드리면서	헌금까지	모아	주셨어요.	뜻

이	많이	전달되었어요.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콘서트	당일	바쁜	일로	못	오신다는	분들이	광

고를	보신	후에	이	콘서트의	중요성을	다시	느

끼게	되셔서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서	참여해	

주시고	공연	후	피크닉에도	많이	와	주셨고요.	

사회자:	성가대 아이들은 이번 북한 아이들을 

돕는 공연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나요?

김성희 집사: 사실	애들은	북한에	대한	오해

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핏줄이고	같

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이렇게	축복	가운

데	예배	드리는	한편,	그	아이들은	그걸	가르

쳐	주는	이	없고	예배	드릴	자유도	없다는	사

실들을	프리젠테이션해서	가르쳐	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북한	아이들에	대한	기

도문을	적으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밥	공기에다	밥을	한	톨	한	톨,	옆

에	숟가락도	그리면서	얘들도	밥	먹게	해달라

고	적는	것을	보며	애들	마음이	참	순수하고	

예쁘다는	것을	느끼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민정 집사: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북한

을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조크하는	것처럼	

풍자와	웃음거리의	대상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번	공연을	통해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느꼈

어요.	저희	아이도	북한에	대해	얘기하기	시

작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나라가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라는	그	생각의	씨앗이	공연을	

통해	뿌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발

음하기도	어려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찬양들이	불려지고	잊혀

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심령	안에	새겨지면

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는	거죠.	

그걸	보는	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김호경 집사:	이	아이들	세대에	통일이	되리

라	믿으며	그	노래	하나를	기억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르치면서	했어요.	

7주간의 맹렬한 연습과정을 거쳐, 아이들의 

마음과 열심을 담은 광고 영상이 나간 후 마침

내 6월 17일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직접 핸

드 프린트로 하트 모양을 찍고 자신의 이름을 새

긴 티셔츠를 입고 무대에 선 아이들은 스무 곡

의 노래들을, 어려운 한국말 가사와 스페인어, 

독일어 노래까지 다 소화하며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앵콜곡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북한 친구들을 향한 애틋한 사

랑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헌금 시간에, 어린

이 성가대를 거쳐 갔던 선배들이 와서 앙상블 악

기 연주를 해 주어 더욱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

다.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고 가족들이 모두 모

여 함께 교회 뜰에서 피크닉을 하며 아이들도 부

모님들도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사회자: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온 공연을 

마치시고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 성가대의 비전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김호경 집사:	사실	저희에게는	목표가	있었

어요.	처음에	안수진	전도사님과	전화하면서	

그곳에	있는	제일	큰	탁아소	애들이	몇	명인

지	물었을	때	500명	된다고	하시길래	“그럼	담

요	500장이	있어야	되겠네요”	하는	말이	입에

서	탁	나왔어요.	사실		500장이라고	하면	5,000

불이라는	큰	액수의	헌금이거든요.	PTA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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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하고	나눌	때도	우리가	우리	성의를	다해서	

하자,	그런데	일단은	내	마음에	흘러나온	말

이	500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

겠다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

이니까	우리는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공연이	끝나고	오후에	집계를	하는

데	결과가	5,000불	이상이	나온	거에요.	정말	

모두가	다	놀랐어요.	이번에는	교회에서	VBS

에	참여한	아이들	헌금을	북한	돕기로	해	주셔

서	더욱	풍성해졌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허

락해	주셨어요.

김성희 집사:	어린이	성가대가	올해는	12년

째이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향을	잡은	첫	

해니까	포맷이	잡힌	것	같아	뿌듯해요.	내년부

터는	일이	더	수월해지고	여기서	더	업그레이

드될	거라고	믿고요.	아이들도	이번에	북한,	

컴패션,	미션,	자기가	누리는	모든	감사의	조

건에	대해	큰	레슨을	받고	체험을	한	것	같아

요.	벌써	내년	미션과	다음	선교	목적지에	대

해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김호경 집사:	이번	공연을	돌아보면,	팀워크

로	사람들이	일을	다	분담하면서	기도제목	올

렸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에

요.	그리고	이러한	공연을	통해	아이들	마음속

에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심어주길	원해요.	

선교에	대해	처음에	제가	받은	마음은	‘세계의	

다른	곳,	아이들’이었는데,	만일	계속	북한을	

돕는	마음	주시면	그렇게	하겠지만,	함께	기도

하면서	결정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지를	중심으로	그곳의	아이들을	돕는	방

향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철 집사:	저는	어린이	성가대에서	교회

의	큰	희망을	발견했어요.	현재	어린이	성가대

를	거쳐	간	아이들이	교회의	리더로	성장해	가

고,	또	서슴없이	와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여	교회를	떠나가더라도	다

시	돌아오는	연결고리가	바로	어린이	성가대

가	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

린이	성가대가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고	믿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린이	성가대만을	위한	웹을	제작

해	주신다거나	미디어,	홍보	분야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자료들이	쌓여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회자:	기도의	힘,	연합의	힘,	광고의	힘,	

그리고	북한	동포를	향한	사랑의	힘을	보여	

주었던	이번	어린이	성가대의	공연을	통해	하

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으

리라	믿습니다.	다음	번	공연이	벌써	기다려

지는	걸요!

- 참석자: 지휘자 김호경 집사, 부장 지민정 

집사, PTA 회장 김성희 집사, 광고영상 담당 신

용철 집사

- 인터뷰 및 정리: 박소나 기자

Wanted!

어린이 성가대에서 도움을 청합니다. 

어린이 성가대 웹을 제작하여 관리하

는 일, 여러 사무적인 일들을 처리해 주

는 일, 아이들 점심 나눠 주는 봉사, 비

전센터와 본당으로 아이들을 데려다 주

시는 라이드 등 여러 도움의 손길이 필

요합니다. 

기쁘게 자원해 주실 분들은 PTA 회장

인 김성희 집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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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실

순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김세화 전도사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	고비고비	씨름하

는	야곱처럼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뛰

다가	최근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멈추고	뒤

를	돌아보게	하셨다.	그리고	다시	아주	원론적

인	질문들을	다시	되묻게	하셨다.	왜	나를	이

리도	침묵	속에	머물게	하셨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종의	의미를	다시	

알려	주셨다.	

순종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었다.	그	사랑	안에	나를	머물게	할	때	참된	

순종이	나오는	것이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방법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그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도	오랜	세월을

그리고	이제야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그	간단한	말씀.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하나님,	그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	당신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그	방법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	뜻대로	사는	것은

그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직,	그것인데	몰랐습니다.

사랑한다	했지만,	실제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음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나온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도	사랑	때문이었다.

아름다운교회	아가페	장애우	사역부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머리로	하는	사역도	아니요,	입

으로	하는	사역	또한	아니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온갖	능력을	행하는	은사사역을	위해서

도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과	치유를	행하신	것처

럼	온	마음과	몸을	바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없음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

백한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의	순종으로	가슴

이	벅차오는	감격을	느낀다.	그	감격을	아가페	

장애우	사역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느

낄	수	있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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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순수와 추억의 세계를 만나다
샤갈전

지금	NCMA에서는	롱아일랜드	일반

에게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마크	샤

갈(Marc	Chagall:	1887-1985)	전이	열리

고	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와	더불어	세계	최고

의	화가로	사랑받고	있는	그의	대표	걸작품

과	105점에	달하는	Bible	Stories가	전시되

고	있습니다.	샤갈의	길고	긴	인생여정과	작

품세계,	그리고	Russian	 Jew로서	살았던	

작가의	단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줍니다.	하늘과	땅이	만날	듯한	

환상적인	그의	그림세계에는	늘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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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들이	있고	소,	양,	당나귀,	유니콘,	새

와	같은	동물들이	중력의	법칙과는	상관없

이	위아래	옆으로	떠다니게	표현되어	있습

니다.	이러한	샤갈의	극적으로	뛰어난	상상

력은	그의	고향인	비테브스크(Vitebsk:구

소련	서부)의	집들과	거리	한복판의	기억을	

극명한	색감으로	표현하여,	보는	이들에게	

그대로	그의	예전	추억을	나누어	주는	듯합

니다.	성경(Bible)에	대한	샤갈의	깊은	관

심과	러시아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종교적

인	경험이	그의	작품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

는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그의	Bible	동

판화	시리즈에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마크	샤갈은	가난한	생선가게의	점원이

었던	아버지의	 9남매	중	맏이로	태어났습

니다.	그의	나이	8세에	화가가	되기로	생각

했으나	실제로는	1906년에	당시	러시아	제

국의	수도이자	예술의	중심지로	많은	유명

한	예술학교들이	있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로	이사를	가면서	예술가의	세계에	들어서

게	됩니다.	그곳의	명문	예술학교에	등록,	2

년을	공부한	후,	먼저	자연주의적인	초상화

와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

경에는	실험극장과	폴	고갱의	작품들에	영

향을	받고,	유명	장식예술가이자	무대배경

과	의상	디자이너였던	박스트를	만나면서	

그를	성공한	유대인의	롤모델로	삼게	되었

고,	그러던	중	벨라	로젠벨트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기에	이릅니다.	1910년	자신

만의	영감을	구축하기	위해	파리로	유학을	

떠나	아카데미	쥘리안에서	공부하면서	피

카소와	입체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도

시가	주는	외로움과	불어를	구사하지	못한

다는	점	때문에	남다른	맘고생을	하기도	했

지만,	러시아에서	이미	몸에	밴	잘	익은	색

채	재능과	신선하고	감성적인	표현법,	단순

한	시에	대한	이해와	유머를	갖춘	채	파리에	

상륙한	그였기에,	당시	파리에서는	낯선	것

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그의	표현력은	당시

의	유명한	다른	예술가들에게서	온	것이	아

니라	볼레즈	상드라르나	기욤	아폴리네르

와	같은	시인들에게서	온	것이었다고	하니,	

어딘지	그의	그림이	다른	작가의	그림과	구

별이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입

니다.	‘나와	마을’,	‘도시	위에서’,	‘산책’,	‘

천사의	타락’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지만,	

구약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샤갈	작

품의	중심을	차지하는	요소였습니다.	특히										

‘나와	마을’은	구약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

라고	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깊고	푸른	그의	그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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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샤갈의 마을에는 3월(三月)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靜脈)이
바르르 떤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靜脈)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샤갈전: 7.1.2012~11.4.2012
One Museum Drive, Roslyn Harbor, 
New York 11576
Tel) 516.484.9338

블루와	보라색	속에	드러나는	순수와	청정

의	세계를	보고	있노라면	현실을	살짝	비켜	

몽환의	세계로	빠져	듭니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

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

의	꽃이	되고	싶다”는	시를	쓴	김춘수	시인

도	샤갈에	매료되었나	봅니다.	이런	시를	남

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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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여행기

가을	하면	깍아지른	듯	쭉	뻗은	바위산	

너머로	붉게	물들어	가는	고국의	설

악산이나	혹은	단풍이	상징인	캐나다	로키

산의	장관을	생각해	볼	듯싶다.	그러나	우

리에게도	멀지	않은	곳에	가을	단풍의	절

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많은	미국

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홍크(Mohonk	

Preserve)는	뉴욕	시에서	북쪽으로	약	1시

간	반	거리의	뉴팔츠(New	Paltz)에	있다.	

단풍의 절경, 모홍크(Mohonk)

하늘 속의 호수

미	동부의	알프스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이곳은	‘하늘	속의	호수(Lake	in	the	Sky)’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뚝	솟은	

바위들이	많은	샤완건크(Shawangunk)산,	

우거진	숲	사이로	1,200피트	높이에		펼쳐진	

아름다운	 산상호수인	 모홍크	 호수(Lake	

Mohonk)	그리고	빅토리안	양식의	고풍스

전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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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고	유서깊은	모홍크	마운틴하우스(Mo-

honk	Mountain	House)가	어우러져	빼어

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우선	이곳에	이르면	한	폭의	그림	같은	모

홍크	호수가	한눈에	들어온다.	호수를		따라	

아름다운	산책길을	거닐면	단풍	빛을	담은	

고운	호수	너머로	병풍처럼	둘러싼	바위	절

벽을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잠시	눈을	들면	

푸르런	뉴욕의	가을하늘이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	준다.	

산책코스	군데군데마다	운치가	넘치는	정

자나	벤치가	있어	산책객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때론	호수	가운데	작

은	바위섬에	아담한	정자를	만들어	놓은	곳

도	눈에	띈다.	정자나	벤치에	앉아	도란도

란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빼어난 경관의 산행코스

모홍크	호수와	함께	아기자기하게	꾸며

진	산행코스가	인기다.	여성적이라고	말하

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산이	섬세하고	여기

저기	바위	절벽들이	많아	한국의	산	속에	

온	느낌이	든다.	단풍으로	물든	나뭇잎	사이

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지나가는	산행

코스	군데군데	나타난	원두막	모양의	귀여

운	쉼터는	지나가는	이들을	손짓하여	부르

는	듯하다.	공원측의	배려가	새삼	세심하다

는	생각이	든다.

산행	도중	어디서나	붉게	물든	단풍잎	너

머로	아름답게	펼쳐진	모홍크	호수와	모홍

크	마운틴하우스를	내려다	볼	수	있게	된

다.	순간순간마다	달라지는	그	모습은	지나

는	사람들로	하여금	카메라에서	손을	뗄	수	

없게	만든다.		

단풍을	즐기며	산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산	정상에	오르게	된다.	산	정상에는		화강

석으로	만들어진	돌탑이	우뚝	서	있다.	탑	

위	전망대에	오르면	모홍크	호수뿐	아니라	

온통	붉게	물든	애팔라치안	산맥(Appala-

chian	Mountains)의	한자락이	눈앞에	펼

쳐져	보인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그	푸르던	숲이	붉게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과	그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시편	8:1).

■모홍크의 주소는 1000 Mountain Rest 

Road, New Paltz, NY이며, 뉴욕에서 가려면 

I-87 North로 가다가 뉴팔츠(New Paltz) 출

구 18번 Exit으로 나가 톨게이트를 통과한 뒤 

Route 299 West로 좌회전해 Main Street을 지

난다. Wallkill 강다리를 건너자마자 모홍크 사인

을 따라 오른쪽으로 빠져 산길로 구불구불 오

르면 입구가 나타난다. 입구에 작은 매표소가 

있다. 모홍크 하우스 뷔페 예약시(Tel:800-772-

6646) 하우스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다.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곳 주차장에 파킹 후 셔틀버

스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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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목장의 단골 메뉴

고등어 김치찜       

우리 Hicksville 목장은 나이 드신 어른들과 젊

은 부부들, 그리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층이 어우러져서 한 가족과 같은 구성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목장모임에서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눌 때 더욱 먹는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기 전 메뉴를 정할 때

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어떤 것을 하

면 다들 즐기면서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목장모임 때 인기 있었던 메뉴들 중에서 한국 사람

이라면 모두 즐겨 먹는, 김치가 들어간 고등어찜이 

좋겠다는 추천을 받고 이번에 고등어 김치찜을 소

개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맛이 있다고 해도 너무 하기 힘들다면 자

요리와 이야기 김세라 집사

주 해먹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어 김치

찜은 준비과정과 조리가 정말 간단하면서 맛과 영

양으로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어른에서 아이에 이

르기까지 즐겨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누군가 음식은 맛의 기억으로 찾게 된다고 하는

데, 어렸을 때에 내가 즐겨 먹던 음식을 찾게 되고 

우리 집 식구들뿐 아니라 또한 목장 식구들 모두 

좋아하는 걸 보면 정말 공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 자주 고등어 김치찜을 나눠 먹으며 모이기에 힘

쓰고 목장 모임이 더욱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이 되길 바라면서 목장 식구들과 즐길 수 있는 메

뉴로 손꼽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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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어는 핏물을 제거하고 씻어서 
소금을약간 뿌린 다음 10분 정도 놔둔다.

2. 냄비 바닥에 식용유를 조금  두른  후에   
무를 얄팍하게 썰어서 조금 깐다.

3. 김치를 큼직하게 썰어서 (2)번 재료 
위에 얹는다.

4. 손질한 고등어를 푸짐하게 올린다.

5. 고등어에 양념장을 골고루 묻혀서 
올린다.

6. 양파와 대파를 하나 가득 올린다.

7. 멸치 육수국물과 김치국물을 부어서   
    끓인다. 센 불에 15분간 끓인 후 불을  
    줄여서 약한 불에서 15분간 졸인다. 

8. 맛있게 조려진 고등어 조림을 접시에 
담아 서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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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명 저   자

아름다운도서관  추천도서 (2012년 9월) 

신착 도서http://library.arumdaunchurch.org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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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기도가 시작이다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

나는 참 기독교인인가

나를 딛고 일어서라

나를 죽이고 성령을 품어라

너를 도우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천덕 신부의 통일을 위한 코이노니아

대홍수와 노아방주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만화 로마서 1

메시지 - 구약 (역사서)

바에니 쑤웅아, 거룩한 희생

보호기도

복음

부활

성경으로 키우는 엄마

성령의 역사 

순전한 복음

신앙생활 설명서

십자가

어린이 영어큐티 

예수

예수 닮은 우리집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

예수와 함께한 저녁식사. 2

우물을 파는 사람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 사는 삶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마을, 블랙마운틴을 찾아서

이혼자를 위한 힐링 메시지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자

죄 어떻게 해야 할까?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지금은 성령시대

지성과 영성의 만남 - 이어령 이재철 대담 1

진화론에는 진화가 없다

찬양을 온몸에 새겨라

참 목자상

치유하심

칼빈주의 기초

크리스천 무신론자

통박사 조병호의 신구약 중간사  

특별한 만남

포이에마 성서지도

하나님 친필 메시지

하나님의 청년에게

한 권으로 배우는 신학교  

흘러 넘치게 하라 

♣ 나를 죽이고 성령을 품어라 | 앤드류 머레이 
(Andrew Murray) | 브니엘
성령만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으로써 안식의 
기쁨과 믿음의 승리에 이르는 길로 안내한다. 
성령께서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원
하신다는 것을 명료한 언어로 일깨움으로써 우
리 각자가 날마다 자기를 드려 하나님께 간구
할 것을 촉구한다.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 유기성 | 규장
참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이기 싫어하는 그
리스도인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주님을 바라보
며 동행할 것을 촉구한다. ‘나’라는 굳건한 자
아를 포기해야만 내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다
는 것을 강조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를 믿는다는 것은 지극한 평안과 사랑과 행복
에 이르는 길임을 일깨워 준다.

♣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키
이스 인트레이터(Keith Intrater) | 두란노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한 유대인이 마지막 때
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들려준
다.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의 
사건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며, 마지막 
때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
보게 한다.

♣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 신원하 | 한국기
독학생회출판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라
는 일곱 가지 죄를 신학적으로 성찰함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더불어 번뇌와 욕
망을 일으키는 일곱 가지 죄를 치유할 수 있
는 대안을 제시하여 근원적인 회복의 길로 이
끌어 준다. 

♣ 지금은 성령시대 | 한홍 | 규장
현재가 바로 성령의 시대임을 확신하며 
우리가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걷어내시고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시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 참 목자상 | 리차드 백스터 (Richard Baxter) 
| 생명의말씀사
목회자의 자아 성찰과 목회 자세에 관해 설파
하며 목회자의 악을 용납하는 이 시대에 교회
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저자의 피 끓는 외침
을 담고 있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할 것을 당부하는 가르침들
로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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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516.681.2631
C 917.239.2671

성금으로 특별후원 해 주신 분들: 정영식, Jung Kang
아름다운 나눔은 독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비지니스 광고를 원하시거나 특별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arumdaunbook@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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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01-6357
744 Old Country Road Plainview NY 11803

NATURE ACUPUNCTURE

(718)886-7733
Tel. 516. 308. 7105
Fax. 516. 308. 7106
900 Northern Brodway
Massapequa, NY 11758

Tel: 516-513-1880
Fax:516-513-1881
1234 Stewart Ave.

Bethpage, NY 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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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81-4888

NY Office: 42-40 Bell Blvd., Suite 600, Bayside, NY 11361
                      (718)281-4888 Fax: (718) 281-4889
NJ Office: 560 Sylvan Ave. #3160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679-8460 

Education &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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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iano Services
Piano Tuning, Regula
on, 
Repair & Maintenance
Piano Sale: Kawai, Youngchang,
Samick...

516-473-6123
Tel /Fax: 516-731-0043

Chungki Kim
Piano Technician & Tuner

www.nylaserclinic.com

원고 모집 광고
아름다운 나눔지는  모든 교우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의 글을 모집합니다.

arumdaunb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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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아름다운	나눔지’가	계절마다	나올	때면	풍성한	한정

식을	한	상	받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도	Focus에서	소개되

는	신앙서적이나	목회자	이야기,	간증	등은	우리의	신

앙이	예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영의	

목마름을	적셔	줍니다.	항상	진수성찬을	차려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지은	집사

여름은	자라나는	계절입니다.	계절에	맞게	나눔지	여름	호에서는	자라남이라는	주제를	다

루었습니다.	그중에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하의	글이	참	좋았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심한	광풍을	헤치고	바다를	건너가	귀신들린	자를	고쳐	주셨던	예

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	죄인도	구원	얻을	수	있었음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

다.	우리	모두도	한	영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

해	봅니다.

-	정진영	집사

나눔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만드신	분들의	사랑과	정성이	느껴져	늘	가슴	뿌듯합니

다.	더욱이	내용이	알차고	감동과	정보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우리	나눔지는	우리	교회

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	많은	기대하겠

습니다.	화이팅!		

-	이원종	집사

아름다운나눔은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arumdaunb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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