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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족 환영회 지난 11월10일 열린 새가족 환영회에서 새가족을 환영하는 아름다운 현수막이 걸려 있
다. 추수감사절 분위기로 아름답게 장식하여 환영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관계기사 25면)

커버스토리 9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본교회
옥탑의 성탄트리가 불을 밝혔다. 30피트 높
‘공동체를 세우
는 40일’ 비전제
시 기도회 2013

이의 탑에 2,000여개의 전구가 빛을 발하듯
충현 오케스트라가 그들이 가진 은사로 하
나님께 아름다운 하모니로 영광을 돌린다.

년 1월14일~2월28
일 40일동안 시작
되는‘공동체를 세
우는 40일’ 기도
회가 11월17일 토
요일에 모임을 가
지고 헌신과 결단
을 다짐하였다.
(관계기사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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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깨우는 새벽별 찬양대
의 지휘자와 반주자들이 한자
리에 모여 받은 은혜들을 나
누었다.

■ 꽃으로 드리는 예배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11월18일 추수감사절
성전 꽃꽂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과
들과 밭 그리고 꽃밭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단풍
으로 물든 산과, 수수와
고추로 만든 들과,
호박과 짚으로는 밭을
만들고, 각양 꽃으로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 한해 동안 풍
성하게 베풀어주신 하
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
립니다.

2 충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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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이
내리는 이
슬비같이
사랑과 권
면의 글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글을 통하
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이슬비 전도편
지가 시작되었다.

목양단상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이 시대 인구의 대부분이 살아가는 도시는

상 희망하셨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예

다만 경제의 중심지, 공동 환경 이상의 의미가

루살렘을 모든 도시가 따라야 할 원형(archetype)

있다. 도시는 자연과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 지나

으로 정하셨다.

간 역사의 전통과 현대적 성취의 조화, 그리고 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소망이 성취되지 않을

민들의 평화로운 삶과 심미적 능력의 표출과 관

때,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를 도시에 보내어 경고

련이 있다. 더구나 근대 이전의 삶에서는 도시가

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명령하신다. 왜 선지자들

군사적인 방어력을 가진 안전지대의 의미가 있었

은 종종 도시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가? 왜 나

고, 왕권의 영광과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위

훔은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를 보내며, 아모스

신을 나타내는 중심지로 생각하였다.

는 이스라엘과 유다 및 주변의 도시인 다메섹, 가

2005년 LA 시장에 당선된 안토니오 비아라

사, 아스돗, 두로 등의 수많은 도시들을 그 경고

이고사는 2006년 우리 조국을 방문할 때, 서울과

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까? 왜 미가는 사마리

부산 등의 각 도시를 방문하였다. 서울시를 방문

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를 전하고

하였을 때, 그는 우리 교회당 뒤편을 흐르는 LA

있는가? 미가는 남북 왕국 수도의 붕괴에만 그

강 복원사업에 서울시가 청계천을 복원하며 터득

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향을 포함한 모레셋을

한 노하우를 접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놀랍게도

비롯하여 약 10개의 도시들에 임하는 멸망을 선

청계천 복원사업이 우리의 인접환경인 LA강 개
발에 영감을 주는 성공사례가 된 것이다. 이명박

포하는가?

민종기 <담임목사>

놀랍게도 미가(Micah)를 비롯한 선지자의 중

대통령이 서울 시장 시절에 회색의 청계천 고가

심된 관점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의 심판과 평

도로를 철거하고, 맑은 물이 흐르며 물고기가 사

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회복이다. 메시야가 중심

는 자연친화적인 청계천 시내를 만든 것은 서울

바벨탑을 쌓는 세속도시

의 도시미학적 차원을 한 단계 승격시킨 것이다.
이는 생존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도시”라는
색다른 측면을 고양시킨 것이다.
도시는 심지어 종교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
다. 더구나 고대로부터 수도는 그 나라의 종교적
인 중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수도의
중심에 신전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종
교성(religiosity)이 충만한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
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에서 더 나아가, 하

에 임하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세계 만민과
세상의 왕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소망이다. 도시

하나님께서는

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은 선지자를 넘어

자녀들이 예배하고
임재가 충만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절정에 이른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신다(
눅 19:41). 제자들은 그 성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
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를 죽이고

거룩한 삶의 터전이

돌로 치는 예루살렘성의 종말을 안타까워하신다.

되기를 소망하신다

에서도 중단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지상의 수많

거룩한 성을 위한 예수님의 열정은 계시록

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드러내는 도시요, 하

은 도시가 세속도시(the secular city)인 것을 아신

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의 기쁨과 풍성함, 그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탑을 쌓은 바벨론처럼,

리고 하나님의 복과 형통의 근원이 되는 평강의

이 세상 속에는 바벨론에 해당되는 수많은 도시

도시이다. 그러므로 고대로부터 능력 있는 지도자

가 존재함을 아신다. 서울은, 동경은, LA는, 워싱

들은 도시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일을 그

턴 DC는, 파리는, 베를린은, 상 파울로는, 그리고

치지 않았다. 백향목 궁궐을 짓고 성전을 건축한

모스크바와 북경과 아테네와 런던과 마드리드는

다윗과 솔로몬은 물론이요, 제국의 왕인 느브갓네살이나 아하수에로는

장차 망할 성인 바벨론에 가까울까 아니면 기쁨과 평화의 성 예루살

신전과 화려한 궁궐을 건축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다.

렘에 가까울까?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도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깊은 관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도시의 우상은 황금이다. 세속도시는 하나

심을 가지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였던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마지

님을 몰아내고, 그의 눈길이 머무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며, 황금을

막 도시인 새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심에서 사람들이 모

위하여 부정의로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한다. 예수님은 세속도시를 바

여 살아가는 도시가 배제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라보면서 우셨고, 거기서 나올 백성을 위하여 새예루살렘을 준비하셨

이 “하나님의 도시”(the city of God)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다. 도시를 향하여 우시는 그리스도의 열정은 우리에게 도시선교의 사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생명의 터전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항

명을 준다.

CGN TV Ch 18.4 월요일 오후 5:10(10분 메시지) / 라디오 설교 미주복음방송(AM 1190) 월요일 오전 10:00
충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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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영적세계를 위한 투쟁
1984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세계교회협의회’는 개회예배를 장례식으

요즘은 지식은 점점 많아지지만 오히려 감정은 메마르고 무디어지고

로 대신하였다. 제단에는 관이 놓이고 모든 사람들은 줄을 지어 나와 한

반응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다. 좋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사람씩 관 밑을 들여다보았는데 관 밑에는 거울 한 장만이 있었기 때문

단지 머리로 듣고 판단한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은 식었고 냉

에, 사람들은 관 속에 있는 자기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다. 관 속에 있

랭하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무기력해진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는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봉사도 억지로 한다. 즐겁지 않다.
과연 우리에게 열정이 남아 있는가?

내 수준에서 빠져 나오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2~3미터의 뽕나무에서 내려왔으며,

“새는 알에서 빠져 나오려고 투쟁한다. 그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

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들것에 실려 몇 미터 높이의 지

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헤르만 헤세’의 소

붕에서 내려왔지만, 우리는 다만 30cm만 내려오면 된다. 우리의 머리에

설‘데미안’에 나오는 말이다.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세계를 파

서 가슴으로…

괴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태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투

바로 우리의 머리에서만 알고 생각하고 있던 일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쟁하지 않는다. 지옥은 자기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웃

내려오게 하자.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능력은

과 세계를 볼 수 있는 문이 닫혀있는 곳이다. 오직 자기만 바라보는 곳

나타나게 될 것이다. 크리스찬은 평범하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다. 그래서 그 곳에는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발견하고 하나님의 섬세하게 돌보시는 손길과 사랑에 늘 기뻐하고 감격

나는 장례식을 대신한 이 예배의 광경을 생각하면서, 살기 위하여 날

한다. 우리의 가슴속에 지진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공감과 감동이 일어난

마다 죽음을 연습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죽음의 세계를

다면, 봉사를 할 때에도, 찬양을 부를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

파괴시키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의 신앙

에게 감동된 뜨거운 가슴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머리로는 능

생활이 패배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갇혀있는 그 세계에 머무르고 있기

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가슴으로 감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역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 빠져 나와 한 단계 올라가라. 나의 사상,

사하신다. 뜨거운 가슴으로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

나의 생각만 가지고는 위로 올라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리게 된다.

어주신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며 그의 뜻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맡기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

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12)

각은 내 기준의 합리적인 수준에만 머무르게 된다.
육체는 날마다 소모되나 우리의 업적은 쌓인다
‘영적 생각’(Spiritual Thinking)의 전환

2012년이 지나가고 있다. 세계의 각종 정보와 뉴스는 더 빠르게 돌아가

크리스찬은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을 중단해야 한다. 많은 크리스찬들

고 생명과 우주의 신비가 파헤쳐지며 사람들은 더욱 빠르게 왕래하며 각

이 곤경에 처하는 이유는 크리스찬이 되어 영적으로 생각을 했다가도,

종 지식의 정보가 날로 더해가는 말세의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만나면 다시 이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러나 우주의 신비가 파헤쳐지면 질수록, 인간의 첨단 문명이 발달하면 할

버린다는 것이다.

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은 도대체 얼마나 크며 그의 무한한

자기자신의 생각의 쳇바퀴에 갇혀서 돌고 도는 인생에게 새로운 세계

세계의 실체가 더 가까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비록 우

는 없다. 잘못된 생각, 고정적인 관념에 묶여 돌고 도는 일을 멈추고 거

리의 육체는 2012년에도 소모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업적은 영

기서 탈출하라.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오라. 그곳에는 당신보다 더 큰 문

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남편을 졸지에 잃고,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영적세계인 하늘에서 물질세계인 땅

때로는 큰 병으로 죽음이 임박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

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내려 오심

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될 것이

으로 사단과의 대 투쟁을 벌이셨던 것이다.

다. 교회와 성경을 멀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

사단은‘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을 읽으면

중대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

읽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합리적인 사고의 수준을 벗어나서 더 높은 수

기에, 오늘도 물질만능의 자본주의 상혼이

준, 즉 모든 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판을 치는 연말의 할러데이로, 크리스마스

것이다.‘때가 어느 때인데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겠느냐 이제는

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그토록 몸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탄

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

식이 들리는 듯 하다.

야 할 것이다.
우리가 물질세계를 떠나 영적세계로 들어

머리에서 가슴으로 30cm만 움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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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위한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혜경 집사

2013년 신년 부흥회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은혜의 말씀으로 새해 맞으세요
뉴욕 목양장로교회 송병기 목사 초빙 1월10일부터 13일까지
충현선교교회는 2013년 신년을 맞으며 1월 10일(목)부터 13일(주일)까지 나흘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엽니다.
강사로 초빙된 송병기 목사님(뉴욕 목양장로교회 담임)은‘쉽게 삽시다’ ‘에녹
의 믿음’‘말씀에 의지하여’ 등 소주제를 가지고 새해를 맞는 성도들에게 귀한 은
혜의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30년 이민목회와 수많은 부흥집회를 인도하신 송
병기 목사님께서는 우리 충현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를 끼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신년 부흥회 일정

<송병기 목사 약력>

▲일 시 : 2013년 1월10일(목)~13일(주일)
▲주 제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강 사 : 송병기 목사 (뉴욕 목양장로교회)

-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M.Div.)
- 메코믹 신학대학원 졸업

저녁 7:30

“쉽게 삽시다” (골로새서 3:1-4)

11일(금)

새벽 5:30

“에녹의 믿음” (창세기 5:21-24)

저녁 7:30

“성령을 선물로” (사도행전 2:37-47)

새벽 5:30

“하나님의 3대 질문” (창세기 3:1-12)

-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역임

저녁 7:00

“용모가 변화되고” (누가복음 9:28-36)

- 대뉴욕지구 목사회 회장 역임

(D.Min.)
-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역임

13일(주일) 1, 2, 3부 예배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복음 5:1-11)
오후 2:30 “은혜를 주신 목적” (빌립보서 1:29-30)
(제직훈련)

나 보다는 우리, 홀로 아닌 함께

‘
<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일정>
11월4일(주일)

졸업(B.TH)

10일(목)

12일(토)

뉴욕 목양장로교회 송병기 담임목사.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과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계획 선포

11월14일(수)

기도회(대상: 교역자, 당회원, 사역담당자)
비전 제시(대상: 교역자, 당회원, 사역자, 교구장, 지
11월17일(토)
역장, 구역장)
12월1일(토)
교역자, 사역담당자 모임(1월12일까지 매주 토요일)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예비 주간(연합
1월2일(수)~9일(수)
금식)
1월10일(목)~13일(주일) 신년부흥회
1월13일(주일)

주일예배시 캠페인 시작 선포

1월14일(월)

캠페인 시작

2월28일(목)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완료

3월3일(주일)

<공동체 40일> 캠페인 완료 축제 주일

- 뉴욕목양장로교회 개척하여
현재까지 30년 담임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2013년에 실시하는 <공동 ▲일 시 : 2013년 1월14일(월)~2월28일(목)
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특별 새벽예배
2013년 목회 방향인 『치유』
및 매주 구역모임, 기타 행사
목회에 부응하여, 우리 충현선 ▲목 적 : 교회 내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
교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며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함을 그 목
을 이루기 위하여 구역 뿐 아
적으로 한다.
니라 가정, 개인에 이르기까지 ▲실행범위 : 유년 주일학교부터 EM, 청년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 장년 전체
하나님의 비전을 확립하기 위
해 2013년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기간에 펼쳐집니다.
이 캠페인은 유년 주일학교부터 EM, 장년 등 전 교회가 한 방향
으로 초점을 맞추어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담임목사
가 주도하여 온 교회가 일치된 마음으로 올인하는 영적 운동입니다.
<공동체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과 축복은 교회의 비
전을 새롭게 하고, 구역모임이 활성화되며,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축
복 및 가정의 회복,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입니다.
충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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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강을 사이에 두고 보이는 곳이 북한의 도시 회령.

“북한 동포도 하나님의 자녀”묵묵히 NK 사역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중국과 북한에서 바로 지금 하
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우선 이번 단기선교에 기억에 남을 특별한 시
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팀원(Jimmy 목
사님, Sung Chang 목사님, Chris 전도사님, 피터
홍 집사님, 샘 김, 최승일 집사님, 홍종화 집사
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북한에 있는 자기 백성을 누구 못
지 않게 사랑하시며,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를 통해 나누려고 이번 단기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NK을 도우
려 해도 NK선교의 위험성 때문에 한국교회가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교사님들의 사역 보고와 감동
이 넘치는 간증들을 듣고 보니, 역시 큰 희망
이 있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
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희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
립보서 2:13)
90년대 초, 조선족 분들이 NK를 방문 했을
때 가정마다 어른들과 아이들의 죽은 시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 주민이 필요한
것은 생활을 영위하는 식량과 약들, 그리고 더
나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
교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짜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SJ 선교사님은 fashion buyer가 되
려는 꿈을 접고 북한 주민이 바느질해서 액세
서리를 만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는 북한 주민에게 500장의 누비이불을 만들도
록 해서 돈을 벌고 더 나아가 고아들에게 따
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
다. LA에서 이사 온 어느 부부는 북한에서 옷
만드는 공장을 세워 북한 주민에게 일감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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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 사랑 실천하는
사람들에 큰 도전받았어요
고, 또 그들의 자녀들도 같이 와서 일할 수 있
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아이들은 대
개 이집 저집 구걸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일하는 소수의 아이들은 구걸을 안
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선교팀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일주일을 더 중국에 머물렀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 선교사님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여러
NK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KR이라는 이름의 백인자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13년 동
안 남한에 살면서 한국말과 풍습을 배우고, 지
금은 북한에서 농장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
는 한국말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6명의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고자 순종하는 자

매의 간증이, 나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며, 주
님이 나도 부르신다면 전기, 수도, 수세식 화장
실, 인터넷, 전화, 맛있는 음식 같은 모든 편안
함을 버릴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았다.
일정의 마지막 며칠은, 장애인 사역지인 은혜
원(Grace Home)에 머물렀었고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250 포
기의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말리며 간을
해서 땅에 묻는 김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겨울준비에 도움이 됐다는 것에 뿌
듯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
어 2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최 다니엘 선교사님
과 그 사역이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주일날 세 번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첫째
는 지역주민과 함께 숨어서 몰래 드리는 예배,
둘째는 장애인과 은혜의 집에서 드린 예배, 셋
째는 듣지 못하는 농아들과 함께 드린 여태까
지 드려 보지 못한 종류의 예배였습니다. 하지
만 이 사람들의 예수님 사랑과 악기 없이 손과
발로 드리는 소리 없는 찬양 가운데 주님은 나
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주의 소중한
자녀의 손목을 꼭 잡고 함께하시는 위대한 하
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최 선교사님께 우리가 도울 수 있을게 무엇
이 있을까 물었습니다. 그분은 한결같이 일관성
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은 많
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인 헌신과 결단으로 위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단기선교가 매번 있는 연
중행사로 끝나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
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갈급한 심령으로 헌신
하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꿈과 영적인
상상력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글 E.M. Candace Kim·번역 전광필 기자

2013년 1월6일은 선교주일

복음의 씨 뿌리는 마음으로 헌신·동참
새해 첫 주일 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세요
선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계속
하는 것이다.................................................. 존 윔버

●선교헌금 작정은 이렇게

충현선교교회는 매년 새해의 첫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며 1월6일과 13일에는 선
교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한 1월6일에는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2012년에도 기도와 물질로 주님 기뻐
하시는 선교사역에 헌신하고 동참해주신
새일선교회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드
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교사역을 확장
시켜 주셨고, 부흥의 불길이 전 세계에
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2. 가족들의 지출의 작은 부분이라도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1.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 자녀의 장학금 신청서 통해 본

준비하세요.
3. 처음 시작할 때는 선교헌금 봉투에 액수와 이름, 구역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4. 그 후에는 한달에 1번씩 선교안내부에서 본인의 선교헌금
봉투를 찾으시면 됩니다.
5. 하나님 나라 건설의 작은 부분에 씨를 뿌리며 동참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6. 기쁨으로 씨를 뿌릴 때 더 많은 추수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7. 선교헌금은 매달 둘째 주일까지 헌금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선교사의 삶

얼마 전 한국의 한 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장학금에 본 교회 선교사님의 대학생 자녀들이 신
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쓴 자기 소개서를 통해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의 삶을 조금더 알 수 있
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글을 게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선교사, 천강민 목
사님의 삼남매 중 막내아들 천원재라고 합니
다. 저는 현재 나이 19살의 대학 청년이지만
한국에서 1994년 6월15일에 태어나 한 달도
안 되어 몽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라는 이유로 저는 제가 태어난 한국이
라는 나라의 개념과 교육조차 모르고 컸습니
다. 몽골의 추운 날씨를 견디며 저는 힘차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누나와 형이 있는 이유
로 선교사님이신 부모님의 재정으로는 저의
교육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6학년 때 우연찮게 부모님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시 홈스쿨링을 하
고 있었고 5살 더 많은 누나와 4살 더 많
은 형은 독일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
었습니다. 부모님의 대화는 저희 가족의 재
정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
부와 재미에만 신경을 써야 할 12살 아이인
저는 가정의 재정을 걱정하게 됐고 물건 하
나 조차도 눈치껏 사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누나, 형은 저를 애늙은이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재정
을 걱정하는 저는 누나와 형이 아무렇게나
부모님께 필요한 물건을 사달라는 모습이 너
무 미웠습니다.
어느 여름 저의 형이 몽골로 왔습니다. 저
희는 항상 싸웠고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
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방문한 그 여
름 수련회, 형은 저를 안고 함께 기도를 했
습니다. 그때 저는 숨겨 놓았던 마음의 상처
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
감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3은 지나고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이 하
나씩 들어오자 저는 기쁨에 취해 환호를 했
습니다. 제가 지원한 대학 가운데 네 군데에
서 연락이 왔습니다. St. John’s University(NY),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NJ), Liberty
University(VA) 그리고 Calvin College(MI)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고난은 역시
저희 가정의 재정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
습니다. “원재야 이번 학년 내줄 학비는 장
만했지만 그 이후로는 장담을 못한다.” 이렇
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저는 눈
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비싼 학비
로 가정의 재정을 힘들게 한 누나와 형이
너무 미웠습니다.
결국 저는 Calvin College와 같은 도시에
있는 Grand Rapids Community College에 진
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년을 거기에 다
니고 나중에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쉬
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돈
을 절약을 할 수 있다면 이런 희생이 필요
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현재 GRCC에서 다니며 편입 준비와
Physical Therapy major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 때문
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십니다.
항상 허리가 아프시고 저에게 마사지를 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 계기로 저는 Physical
Therapy를 전공하여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
람들을 치료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
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고 많은 일들을 일어
나게 해주셨는데 저야 말로 이런 일들을 통
해 하나님께 좋은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
회라고 믿습니다.
천원재<Grand Rapids Community College
1학년·몽골 천강민, 이정희 선교사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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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안수집사/제1, 2 권사회/신임전도 회장단 소감
안수집사회

제1 권사회

회장: 김형수 집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한해의 끝자락에서, 자주 떠오르고 불러보는 이찬송이 오늘따라 더욱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고 한없는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발이
부르터지않고 의복이 헤어지지않게 하심으로 평강의 날들을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저에게 안
수 집사회장의 직책을 맡게하시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기도와 봉사로 안수
집사회를 사랑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여 주신 귀한 뜻을 잘 받들
겠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교회의 노력에 회원님들과 함께 열심을 다하
여 작은 보탬이라도 되는 안수 집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 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전도회 (~1952년생)

사라 전도회 (~1952년생)

모세 전도회 (1953~62년생)

한나 전도회 (1953~62년생)

회장: 이희건 장로

회장: 안규성 권사

회장: 김정호 집사

회장: 김에리카 권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충성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
입어 순종합니다. 저의 부족
함을 고백하며 다시 일하라
는 뜻으로 알고 회원님들
과 함께 동역하려고 합니
다. 2013년 할일 많은 교회
에 연장자인 아브라함 회원
들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고
자 합니다.

2013년에 최선을 다해 회
원들과 협력하여 친목을 도
모하고 전도에 힘쓰려고 합
니다. 원로 권사님들 뿐아니
라 새로 오시는 모든 신임
회원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
하시는 전도회가 되도록 많
은 기도와 지도를 부탁드립
니다. 새 힘과 능력을 받는
사라 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모세전도 회
장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
사드립니다. 내년 한해를 모
세 전도회원들과 함께 기도
하며 섬기고 전도하는 모
세, 그리고 사랑으로 치유되
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쓰
시는 모세 전도회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
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
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보
내주실 새 일꾼들과 함께 모
이기에 힘쓰는 한나 전도회,
찬미와 기도하는 한나 전도
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래
야 주님께서 믿는 자의 수
를 날마다 더해 주실테니까!
회원 여러분 이 일에 적극
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바울 전도회 (1963~72년생)

마르다 전도회 (1963~72년생)

여호수아 전도회 (1973~87년생)

마리아 전도회 (1973~87년생)

회장: 김상경 집사

회장: 박정남 집사

회장: 미정

마르다 전도회의 만년총무
로 절대만족하다가 갑작스
레 회장직을 넘겨 받게 되
었습니다. 잘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년동안 마르다 전도회를
위해 봉사하라 하신 일이기
에 다른 임원 및 회원들과
좋은 교제 나누기와 교회를
위해 맡은 사명을 충실히 실
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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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회장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
현선교교회에서 가장 활기
찬 전도회가 되어야 할텐데
생각대로 잘 모이지 못했지
만 2013년에는 활기찬 전도
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회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
로 필요한만큼 하나님의 능
력을 더욱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회장: 김용자 권사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신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
다. 제1 권사회의 회원은 원로
권사, 명예권사, 협동권사로 본
교회에 출석하는 66세 이상의
권사들로 구성되었으니 부디 모
두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선한 영
향력을 끼치는 권사회가 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하면서 권
사회를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올
림피아 양로병원 위로방문과 회
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야외예
배, 교회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의 큰어머니로서 사명을 감
당하며 회원들과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며 보살피는 권
사회가 되겠습니다.

제2 권사회

회장: 김복선 권사

회장: 서기량 집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전도회
이지만 사실 자녀들이 어리
다는 핑계로 잘 모이지 못
했습니다. 직분을 임명받았기
에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려
고 하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러나 힘 주실 것을 믿고 젊
은 자매님들과 함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
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권사
회 회장이 된 것으로 알고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
권사회가 교회의 힘이 되는 권
사회가 되어 기도하며 봉사하고
부흥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회
원들과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뒤에
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
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원들
과 협력하며 앞으로의 1년을 사
랑과 봉사로 섬기겠습니다. 앞으
로 기도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
리고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선율 통해 선교와 치유의 비전을 실천한다
충현 오케스트라
잠시 정적이 흐르고... 물결이 치듯이 소리에
도 빛이 있는듯, 갑자기 화면이 환하게 펼쳐지
며 영화 속 같은 장면이 흐르며 아쉬운 앵콜연
주를 뒤로 하고 박수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감격해서 일까! 그들의 아름다운 하모
니에 잠시 정신이 나간듯 하다.
충현 오케스트라(지휘: 김현선 사모, 단장:
장철우 집사)는 악기를 통한 화합의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음악을 통한 전도와 치
유를 목적으로 9개월 전에 창단되었다. 지금은
악기의 구별없이 30명정도가 연주를 하고 있으
나 50명을 목표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주일
오후 점심을 함께 한 후 1주일에 한 번 1시간
30분씩 연습을 하고 있다.
연습실에서 단지 음악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며 한 마음으로 뭉쳐 사랑을 배
우는 시간이기도 하다. 충현 오케스트라는 1년
에 3-4번 헌금송과 교회설립기념일, 부활절과

‘성탄찬양제’
초대합니다
12월16일 오후 3시 본당서
오르간 교수 Christoph Bull
Bass 장진영·황혜경 교수 등
찬송가·성탄곡 등 선사

기를 원하고 있다. 교회에서 어린이합창단도 함
께 키워 같이 협연하면서 부모님들에게도 기쁨
을 주고 싶은 소망도 갖고 있다.
장철우 단장은“김현선 사모님의 열정이 오
늘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으며 아이들이 연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며 한 사람이
라도 치유할 수 있다는데서 보람을 느끼며, 어
려움이 있다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안 모이
고 연습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지만 열심히 하

는 아이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한다.
성인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환영
한다.
부모님들에게 바라는 점과 계획은 “잘하고
못하고는 신경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한사람 한사람 힘이 되도록 사
랑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전도의 힘으로 이끌기
를 바라며, 앞으로의 연주계획과 비전은 언제
어느 곳이든 선교지까지도 다가가 연주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지휘를 맡은 김현선 사모는 총신대에서 피
아노를 전공했으며 SOL 찬양대 반주를 맡고
있다. 최근까지 Hope Sight Mission Center에서
시각 장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창과 오
케스트라를 지휘한 경력으로 단원들을 사랑으
로 지도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첫 번째 연주회의 가
슴떨리던 기억은 언제나 처음처럼 남아 오케스
트라를 이끄는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듣는
이들에게 늘 천상의 화음을 선사할 것임을 믿
어 의심치 않는다.
/이명희 기자

할렐루야!
오는 12월16일 오후 3시에 충현선교교회 본
당에서‘성탄찬양제’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충
현의 찬양사역인들 뿐만아니라 남가주 지역
의 유명한 음악인들과 함께 수준높은 찬양제
가 올려집니다. 우선 우리교회의 큰 자랑인 충
현 Youth Orchestra가 김현선 사모님의 지휘로
찬송가로 편곡된 Orchestra 음악을 선보입니다.
또한 시온, Sol, 할렐루야 찬양대가 연합하
여 아름다운 찬양곡을 찬양하며, Pacific International Brass Ensemble 등이 크리스마스 곡을
우렁찬 Brass앙상블로 연주합니다.
특히 이번 찬양제는 현재 UCLA에서 오르

간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Dr. Christoph Bull
이 초청되어 우리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Rogers Organ의 진면목을 보여 주리라 기대합니
다. 그리고 현재 LA Opera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음대 출신의 Bass 장진영씨와 Musicians
Institute of college에서 가르치고 있는 황혜경
교수가 참가하여 충현찬양제를 더욱 빛내리라
기대합니다.
남가주에 계신 모든 분들과 충현의 모든 가
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
려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깊은 감동과 하나
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
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 연주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교
회 밖으로 나가서 연주를 통해 전도를 하고 멕
시코 등 선교지에서 하이스쿨 학생들을 대상으
로 음악을 지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치유의 사역’에 비전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시니어홈에 가서 연주하며 외
롭게 사는 시니어들에게 기쁨의 시간도 찾아주

시니어홈·선교지까지 방문계획
즐거움 선사 위해 하모니 조율

충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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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1500독, 대행진은 계속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성경읽기
하루도 쉴 수 없는
즐거운 일과로
소리없이 뉘엿뉘엿 스러져 가는
겨울 햇빛처럼 올 한해도 서서히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는‘나’를
새롭게 만들었을 흔적은 남아 있을 것이다.
살아오면서 남긴 흔적들이 오늘의 ‘나’를
정의하듯 내일의‘나’는 오늘 내가 만드는
흔적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012년 교회의

황차숙 <권사>

이예란 <권사>

김영률 <장로>

정성순 <집사>

김종경 <목사>

해

마다 통독 결심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였어요. 마침 교회의 성경통독 운동에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틈틈이 외웠던 암송구
절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기쁨도 한 몫 했지만 무엇보다 읽기 전에 방해요소들을 제거해 달라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1독이 끝날 때마다 쉬지 않고 반복해서 읽으니 전체적인
윤곽과 배경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있고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듭
니다. 저에게 2012년은 성경통독 때문에 의미 깊은 해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 황차숙 권사 <11독>

성경 1500독 대행진은 크리스찬으로서
바람직한 흔적을 만드는데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었나 싶다.

저

는 10여년간 한 해 1독 이상을 해왔어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읽었는데 이젠 습관이 되
어 버렸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허전하다고 할까. 일반 책은 한번 읽고 나면 다시는 손이 가
지 않는데 성경의 매력은 똑같은 구절도 읽을 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 이예란 권사 <2독 중>

성경 1500독 행진은 이제 결승점을 앞에
두고 있다. 11월18일 주보에 의하면
총 386독, 당초의 목표 1500독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이지만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
있으니 전 교인이 꾸준히 읽고 있다면

전

에는 주로 정독을 하며 QT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나 올해는 교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통독
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맥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전체를 모르고 했
던 QT와 정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독과 정독을 병행하
려 합니다. 						
- 김영률 장로 <2독 중>

결승선에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숫자이다.
그러나 인터뷰를 하며 통계수치보다
더 중요한 성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교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니 좀체
엄두가 나지 않던 성경읽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그 이상의 도전을 가능케 했고
어느덧 매일 성경을 읽는 좋은 습관으로

저

는 교회의 통독운동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간 날 때마다 읽었는
데 읽다가 보니 가속도도 생기고 얼마나 읽을 수 있나 자신을 시험해 보고픈 마음을 주셨어
요. 먼저 집안 살림과 자녀 돌보는 일 등 필수적인 일 외에 TV를 본다거나 친구와 함께 했던 샤핑
시간을 성경읽기에 할애했어요. 대학 다니는 자녀들도 저와 함께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일은 제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여 제가 통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서 감사하며 읽을 수 있
었어요. 							
- 정성순 집사 <15독>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대부분 통독에
참여했던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제 교회의 성경 1500독 운동은
2012년과 함께 막을 내릴 것이다.
겨울은 끝과 시작을 동시에 알리는 계절이다.
이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2013년에는
교회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인차원의 통독운동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새로운 비상을 위해 올 한해 통독운동에
참여했던 몇몇 성도들의 간증을
아래와 같이 추려보았다.

2

01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충현선교교회는 야심차게 『성경 1,500독 대행진』을 선포하였다. 교회
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함은 당연하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큐티)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성경 통독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
과 우려 때문에 성경 통독운동을 전교회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12월을 바라보면서 이제 장년부가
300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매주 건네받는 몇 장의 성경읽기표 속에 담겨 있는 은혜의 흔적을
보면서 감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성경을 한 번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함께 성경
읽기를 독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가 다 가도록 1,500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성경 통독은 2013년에도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1,500독이 아니라 5,000독, 10,000독이 될 때
까지. 우리 충현선교교회 온 성도가 최소한 일독을 이룰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김종경 목사 <4독>

/이경원 기자

지금으로부터 2,45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위직에 있던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후에,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다. 이스라
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느헤미야 8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할 때라야 우리는 참된 회개와 찬양, 그
리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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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2
송년특집 인터뷰

감사한 일, 아쉬운 일

어느덧 2012년을 마감하는 12월을 맞이하였다. 기쁜 일, 슬픈 일, 잊어버리고
싶은 일, 행복했던 일 등,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늘 우리
와 함께 해 주셨다. 2012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
며, 성도님들의 감사한 일들(▲)과 아쉬웠던 일들(▼)을 돌아본다.

①이경희 집사

①

②

⑦한선민(남)4학년

▲미국에 온 후 처음으로 6월에 입원을 했다. 수술

▲나는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어서 감사합니

전에 목사님들께서 심방을 오셨고, 교회의 중보기
팀들의 기도로 수술을 안하고 낫게 된 일.
▼금년에 교회가 좀 시끄러웠던 일, 그러나 안정된
교회로 회복 중임을 감사

다. 내 가족도 감사합니다. 아빠는 열심히 일
하고 누나는 어렸을 때 부터 키워줘서 감
사합니다.
▼공부를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아쉽습니다.

②구종회 집사
▲불경기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장생활(치과 기공)
을 계속 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부모님들께서 건
강하심을 감사.
▼내년에는 계획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며 내년에
는 믿음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③주태인 집사

⑦

⑧ 박민희(4학년)
▲내가 제일 좋은 것은 식구입니다. 엄마는 맛

⑧

있는 음식을 차리고 아빠는 힘든 일 하고
돈 벌고 우리 필요한 것 언니 오빠는 숙
제 도와주고 놀아줘요. 나는 식구들을 사
랑합니다.
▼내가 말 안듣고 까분 것이 아쉬워요. 내년에
는 말 잘 들을게요.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수 있기 위해 마켓

에 전도지를 돌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복음
을 전하면서 기쁨을 얻는 것에 감사.
▼더 많은 한국사람을 만나 인도하지 못해서 내년
에는 전도의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
③

④김경준 목사

⑨이앵금 권사
▲손자 제린이가 점차 건강을 되찾고 수술이

⑨

▲Fuller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준비 중인데 앞으

④

로 남은 기간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여름
방학이면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을 자르는데 탈
락하지 않음을 감사.
▼교회에서 그토록 성경통독을 열심히 하라고 외쳤
으나 1독으로 끝낸 것과 공부에만 집중하다보니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적었던 것.

⑩박하영 성도
▲작년 9월부터 충현선교교회에서 새로운 믿
⑩

⑤홍성자 권사
▲맥박이 높은 것도 모르고 다녔는데 그 순간에 잡

⑤

아서 간단한 심장수술로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안했으면 생명이 위독할뻔 하였음. 손녀
딸을 얻게 됨도 감사.
▼성경을 1독은 하였으나 좀더 기도생활을 못한 것.

⑪

⑥강동권 집사
▲고난을 통해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어 신

⑥

앙이 회복되었고, 자녀들도 변하고 온 가족이 변
하게 되어 가정이 신앙안에서 하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 돌아보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
은 것에도 감사.
▼금년에 새벽기도를 계속 하다가 3개월 정도를 못
하고 있다. 성경통독을 잘 하다가 어떤 때는 말
씀을 듣느라 계속 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된 것과 손자 태린
이가 금년에 올 A를 받은 것, 그리고 가족
이 화목하며 모두 건강하게 지내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작은 아들이 꼭 결혼하길 기도했
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음생활 시작한 것과 남편과 세 아이들이 적
응하게 하신 것.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많은 구역에서 좋은
분들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다들 바쁘다 보
니 구역예배가 활성화 되지 못하여 만남을
자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⑪정원영 집사
▲항상 주안에서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족한 삶을 살
아온 점이 매년 아쉬운 점입니다.
⑫이동원 집사
▲올해도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⑫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일은 한국학교 학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눈높이에 맞
추다보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학생들에게 좀더 많은 ‘사
랑’의 비타민을 듬뿍 주려고 합니다.
충현뉴스

11

독자페이지
는 금년 2월에 사랑하는 남편을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35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들이 아니었습니
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우리는 부부싸움이란 것이 무
엇인지 몰랐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에 맞지 않는다 해도 서로 조금
씩 양보하며 두 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
을 영접한 후부터 집안에서 자주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가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을 불편해 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하나
님과 아내의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으면
서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못 견뎌 쉴 때도
있었고, 주일성수를 못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손
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못나고 무지한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쯤부터 남편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며 아침식사로
커피와 빵을 함께 먹기 시작했고 12월 중순부터는 조금씩 통증을 호소
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집에 온 딸들과 함께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우
리는 뜻밖에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췌장암! 빠르면 일
주일, 길면 한 달이란 놀라운 말에 우리 세 모녀는 충격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남편이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
습니까?" 주님께서 시편 42:11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영혼아 네가 어
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
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
다" 그 말씀을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어
찌할 줄 모를 때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두 딸과 함께 남편의 남은 시간들을 귀
하고 소중하게 행복하게 정성을 다해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상태가 좋
지 않아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난 갑자기 변화되는 상황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누님이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며,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형님께서는 시
편 23편 말씀으로 동생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
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 같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남편을 이대
로 보낼 수가 없다는 생각에 남편 귀 가까이 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세상에 사는 동안 잘못한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선하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사 천국백성 삼아 주세요."
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
습니다. 어제 다녀가셨던 목사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병상 세례’
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무조건 "네 그렇게 하겠
습니다"라고 대답했고 누워있는 남편에게 목사님은 세례를 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너무 고통 중에 있기에 눈도 뜰 수 없었고 말도 할 수 없
는 상태였지만 목사님께서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으실 때 남편
은 자신의 손에 힘을 세게 주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을 영접하
고 지난날 모든 죄를 회개했다고 믿습니다. 세례 받은 날부터 남편은 울
기 시작했습니다. 진액 같은 눈물을 흘리는 남편에게“알아요, 예수님께
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을 자
녀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전 슬픔 가운데 기뻤습니다. 이 얼마나 소원했던 것이었는지요! 우린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말고 무서운 것들이 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
가라"고 하라고. 가끔 무서운 얼굴이 되어 두 팔을 허우적 거릴 때 나
는 남편의 손을 잡고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편안한 모습으
로 잠들곤 했습니다. 세례 받은지 5일째 되는 날, 남편은 모든 사람들

저

이 자리에 있을 때,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뜨더니
사방을 둘러보며 저와 두 딸과 누님, 순서대로 눈
인사를 합니다. 우린 자리를 바꾸어가며 남편과 눈
을 맞추었습니다.
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
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슨 말
을 하려는 것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
안영숙
린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며 한마음 되어 길 떠나
<집사>
는 남편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
리 모두의 느낌에 병실 안에 하얀 안개인지 흰 구
름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가득차 있었고, 찬양은 아름다운 하
모니가 되어 하늘로 울려 퍼지고 있었고 우리 몸은 공중에 떠 있는
지 슬픔 가운데 가슴은 뜨거웠고 우린 울다가 모두 한 목소리로 찬
양을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알 수 없
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를 한
후에 눈과 입을 살며시 감고 다물며 평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
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모습은 30대 초반의 청년 같았습
니다. 이렇게 저의 남편은 62년 일생을 주님의 큰 은혜로 마치게 되었
습니다. 남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큰 선물을 저희 모두에게 주
셨습니다. 남편을, 아빠를, 동생을 보낸 슬
픔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보여 주심으
로 많은 위로를 받으며 주어진 남은 시간
들을 저도 멋있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
을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정은 어쩔 수 없어 힘들고 슬프고 보고 싶고 그립
습니다. 남편의 물건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업상 잠시 거주하던 라스
베가스를 떠나오기 전, 남편과 자주 갔던 산에 올라 나빴던 기억은 모
두 버리고 좋은 것만 간직하고 남편 몫까지 열심히 사랑하며 살려고
다짐했지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
다. 어떻게 집에까지 왔는지 차고에 차를 주차하고 얼마나 지났을까 집
에 들어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어떻게 살아요. 이젠 주님밖에 없
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울었습니다. 모든 슬픔은 이곳에 버리고 가
고 싶었습니다.
LA에 돌아가서는 힘차게 주 안에서 살고자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
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사야 41:10)
혼자 운전하고 LA로 가야 하는데 울지 않고 가게 해 주시기를 원
했더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
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께 무슨 말로 다 감사를 드릴 수 있습
니까!
는 지금 슬픔 가운데 행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
다. 달려 갈길 다 마친 후에는 남편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좋은 교회와 좋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목사님들과 좋
은 만남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신 이 곳이 이 교회가
좋습니다.
주님, 무지한 저를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
름답게 다듬어 주셔서 쓰임 받는 일꾼삼아 주시기를 기도하며 저희 남
편 안명식 성도를 위해 그동안 중보기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지면
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샬롬!

남

아름다운 작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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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별 찬양대 특집❶
충현선교교회의 새벽예배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다.
남가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의
어느 교회를 찾아봐도 유일하다.
찬양으로 새벽예배를 알리고
하루의 아침을 여는 찬양대
역시 충현선교교회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깜깜한
새벽하늘에 총총히 떠있는
별처럼 온세상을 밝게 빛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새벽별찬양대’가
바로 그들이다.

왼쪽부터 권상엽 집사, 민명순 권사, 권향 권사, 정경민 집사, 김형수 집사, 김철우 집사.

과 월요일 반주를 맡는다. 어떤 날
은 주일에도 반주를 맡을 때도 있
지만 역시 불평 한번 없다.
“12년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재미난 일도 많았어요. 식중독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가 어쩔 수 없
이 한번 못 나온 적이 있고, 시간을 착각해
100마일로 달려 교회에 온 적도 있어요. 어떤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준비를 해놓고
나오기도 했지요. 새벽별찬양대에 열심히 봉사
하다 보니 이제는 남편이 많이 도움을 주고
또 함께 새벽기도에 나오게 되어 너무나 감사
할 따름입니다.”
정경민 집사는 벌써 10년째 새벽별찬양대의
반주를 맡아왔다. 화요일과 주일을 맡고 있지만
정 집사 역시 전천우 반주자다. 새벽잠이 많아
알람 시계 3개를 켜놓고 잠을 청하지만 새벽
예배만큼은 너무나도 좋다고 한다 .”하루의 첫
시작을 찬양으로 하는 것이 너무 신나고 즐거
운 일이죠. 성경말씀도 쏙쏙 들어오고 말이죠.
성가대원들을 보고 감동과 도전받아 인생에 무
서울 것이 없죠. 한번 참석해 보면 새벽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거예요.”
새벽별찬양대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가 다
가 오고 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새벽별찬양대
는 매년 새해의 아침도 열어준다. 송구영신 예
배의 하이라이트인 새해 첫 찬양도 새벽별찬
양대가 맡는다.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예배가 끝
난 오전 6시15분부터 송구영신 찬양을 준비하
고 있는 새벽별찬양대는 충현선교교회 전 성도
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충현선교교회 새벽별찬양대의 헌신과 봉사
는 이 세상 끝날때까지 울려퍼질 하나님의 사
랑이 아닐 수 없다.

새벽찬양‘7색 지휘·반주’

새해가 되면 새벽별찬양대가
탄생한지 벌써 20년이 된다. 상
상만해도 어마어마한 세월이 아
닐 수 없다. 새벽별찬양대에서 16
년간 전임 지휘를 맡았던 권석기
장로가 2008년 퇴임한 후 찬양
대는 요일별 지휘자와 반주자 제도를 도입하며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화요일 지휘를 맡고 있는 김형수 집사는 “사
실 권석기 장로님처럼 1년 365일 매일 지휘를
맡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
서 지휘에 능력이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했
어요. 반주자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헌신과 봉
사가 아니면 절대로 못할 일들이죠.”
2002년부터 새벽별찬양대에 참여한 김형수
집사는 토요일 보조 지휘자로 출발했다. 김 집
사는 한국에서부터 오랜동안 지휘를 했던 베
테랑이다. 이제 새벽별찬양대의 리더 역할까지
도맡아 요일에 상관없는 전천후 지휘자가 됐
다. 한마디로 여기 저기 뛰어다니는 축구의 리
베로 포지션이다.
새벽별찬양대 7년차인 김철우 집사는 토요일
지휘를 맡고 있다. 가족과 여행도 가고 자녀들
과 함께 시간도 보내야 할 토요일이지만, 김 집
사에게는 새벽별찬양대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정상우 목사님이 부흥
회에 오셔서 충현선교교회의 새벽별찬양대를
자랑하셨어요. 참 부러웠지요. 그 후 제가 미국
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신문을 보고 찾아간 교
회가 바로 충현선교교회였어요. 두말할 필요없
이 찬양대에 섰죠”라고 말하며“찬양 사역은 행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더욱 의
미를 두어야 하지 제가 자랑이 아니죠”라며 자
신의 봉사를 살며시 감췄다.
월요일 지휘를 맡고 있는 권상엽 집사는 찬
양대원이 된 지 6년이 되었다. 테너에서 빼놓

요일마다 바꿔 365일 하루 도 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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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는 대원이기도 하다. 지휘를 맡은 지
도 벌써 5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기도응답
을 받으려고 꾸준히 나왔죠. 그러나 어떤 날
은 식당일을 마치면 밤 12시가 될 때도 있어
요. 그 다음날 나오려면 비몽사몽 헤맬 때도 있
지만 죽기살기로 나왔어요. 대원들과 함께 찬
양하고 지휘하다 보면 너무나 받는 은혜가 크
기 때문이죠.”
금요일 지휘를 맡고 있는 민명순 권사는 지휘
를 맡은지 2년이 되었다. 평일에는 남편 민경돈
집사와 함께 매일 찬양대원을 하고 금요일에는
지휘를 한다. 옛날 글렌데일에 있을 때부터 새
벽기도를 가끔 나왔다. 사실 20년간(한국과 미
국) 지휘를 한 경력이 있으나 아무에게도 말한
사실이 없었으나 어떻게 알았는지 지휘를 부탁
받게 되었다고 한다.
“저는 새벽에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까 하고 놀랍니다. 각 파트마다 인재들도 많고
신앙이 뒷받침된 새벽별 찬양대원이야 말로 보
배로운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5월부터 목요일 지휘를 맡고 있는 안용
대 목사는 찬양대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뿐만아니라 새벽기
도에 참가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층
자신의 신앙이 성숙함을 알 수 있다고까지 한
다. ”찬송가는 참 은혜스러운 곡이죠. 새벽에 그
런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는 것은 아
주 신성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역과 봉사가 아닐 수 없어요..”
새벽별찬양대 12년차인 권향 권사는 토요일

<김정헌 집사(수요일 지휘)와 최경희 집사, 김현선 사
모(반주자)는 참석하지 못했다.>

/김윤수 편집위원

이슬비 전도편지

기도와 사랑 담긴 편지로 마음 문 연다
이슬비에 옷 젖는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운 마음이 되기도 한다며 그럴수록 꾸준한
고 정상우 목사님 때 시작되었던 이슬비 전 인내를 가지고 옷 젖는줄 모를 때까지 편지
도편지가 다시 시작되었다. 전도위원회(담당: 를 보내는 이슬비 전도팀.
김성규 목사, 정승우 장로)를 중심으로 강정
이슬비 전도팀을 이끌어 가는 강정학 전
학 전도사(사진)와 10여명이 모여 현재 이슬
도사는 “소리없이 내리는 이슬
비 전도편지를 쓰고 있다.
같이 권면의 한 조각 글로 주
님께로 데리고 갈 들것을 준비
전도팀은 낙심하고 믿음이
하면, 성령님께서 저들을 들쳐
떨어지고 신앙이 저조한 상
업으시고 여기 성전에서 고쳐
태에서 마음이 지친 이들에
주실 것을 오늘도 확신하며 부
게 매주 이슬비 편지를 띄우
지런히 위로와 권면의 글들을,
게 된다. 이슬비 전도편지는
구원의 편지를 띄워 봅시다”라
한국의 규장도서의 대표 여
고 외친다.
운학 장로가 처음 시작하였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기에
는데 고 정상우 목사님의 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편지만
유를 받은 강정학 전도사가
사랑의 교회에서 3박4일 교육을 받은 후 사 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저들의 영혼
역을 시작하였다. 첫 출발은 마켓 앞에서의 을 고쳐주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편
전도였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낙오된 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
자들과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기도와 사랑 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
12월부터는 어와나의 영어권 부모들에게
의 편지와 전화로 전도해 왔다.
도 이슬비 편지가 영어로 전해질 예정이다.
이슬비 전도팀은 멀리서 보내는 감동의 은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낙오
혜를 맛보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지
를 보내고 있다. 팀 회원 중 미국에서 올케 된 분들의 주소를 알려주면 이슬비 전도팀의
가 친정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태평양을 편지를 매 주일마다 받게 된다. 직접 말로서
넘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경우도 있다. 불 하는 전도보다 글로써 하는 전도가 더욱 감
교신자이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어 사랑의 동을 줄 수 있다. 또한 이슬비 전도팀에는 성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소리없는 글로써 마 도 누구나 참여해서 이 귀중한 사역에 동참
할 수 있다. 편지는 전도팀 사무실(충현도서
음을 녹이게 된 것이다.
관 내 오른쪽 방)에 마련되어 있으며 명단
현재 이슬비 전도팀의 명단에는 태신자 을 받아 집에서도 이 편지쓰기 사역에 동참
120여명과 결석자 300여명 그외 환우들이 할 수 있다. 각종의 엽서들은 사무실에 준비
되어 있으며 강정학 전도사가 매 주일 오전
있다.
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편지를 보내는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사무실에서 사역
마음에는 기도와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다. 을 안내하고 있다.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슬비 전도가 유리한 것은 집으로 발송 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하면 여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
학창시절 예쁜 편지지를 고르며 러브레터
고 그 글을 되새기며 마음의 평안함과 따뜻
를 꿈꾼적이 아니더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함과 고마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편지를 받으면 말씀으로 북돋워 준다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환영한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간증이 있어서 더 감사하게 받는다고 한다.
때로는 즉시 열매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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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오면 흰 눈이 날리고 캐
럴이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를 떠올
리며 가슴 설레곤 한다.
미국의 현대작가 ’노먼록웰(Norman Rockwell)’이 그린 1941년 12월20일에 발행된‘세터
데이 이브닝포스트’의 표지화(눈속의 신문 가판점
Newsstand in the snow)를 보면 더욱 그렇다. 함박눈만

Merry Christmas!
자녀들의 성탄카드
쌓여가는 저녁 나절 신문가판점 안에서 정성스레 뜨개질하
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환한 불을 밝히고 주위의 어둠
을 뒤로 한채.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는데 그 불빛은 아이
들이 그린 크리스마스 카드와 어우러져 자꾸 겹쳐져 왔다.
해마다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카드를 그려낸 아이들
의 마음은 잠시나마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따스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닐까. 충현뉴스 독자 여러
분들도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세밑 보내시
기 바랍니다.
Merry Christmas!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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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화 기자의

미국 사는 이야기

■ LA 인근 아이스 링크
성탄절이 성큼 다가왔다. 눈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겨울 같지 않은 날씨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영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도 겨울에
는 스케이트를 빼놓을 수 없다. 스케이팅은 자녀에겐 유연성과 순발력, 균형감각을 키워주고 어른들에겐 좋은 레포츠가 될 수 있다.
비용도 저렴하고 반나절만 배우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놀 수 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LA 인근 아이스 링크를 소개한다.

빙판 위 씽씽~ 때로는 콰당~
스케이팅장서 겨울 느껴봐
◇준비하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웹사이트에서 미
리 개장시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 대부분의 아이스 링크는
다양한 레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습을 받으면 스케이트를 무료
로 빌려주거나 입장료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아이스 링크에 갈 때
장갑은 필수다. 빙판에 넘어졌을 때 손을 보호할 수 있다. 무릎 보
호대도 가능한 챙길 것을 권한다. 초보자들은 가급적 링크 바깥쪽
에서 연습을 한 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아이스랜드 아이스 스케이팅 센터(Iceland Ice Skating Center)
밴나이스에 있으며 빙판 위에서 범퍼카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연령대별로 그룹 강습을 받거나 개인 레슨을 신청할 수 있
다. 그룹강습은 13주 과정이며 30분동안 진행된다. 강습비는 162.50
달러. 이용시간은 월·수·목·금요일 오후 12시~5시30분, 목요일 오
후 12시~5시, 토·일요일 오후 3시15분~6시. 야간에는 화요일(오후
7시45분~9시15분), 목요일(오후 6시45분~8시30분), 금·토요일(오후
8시45분~11시)에 개장한다.
▷주소: 14318 Calvert St. Van Nuys
▷문의: (818)785-2171/www.vannuysiceland.com
◇피크위크 아이스 센터(Pickwick Ice Center)
버뱅크에 있는 대형 레크리에이션 센터. 올림픽 사이즈의 넓은
아이스 링크 외에도 볼링장과 특별 이벤트를 위한 가든이 있다. 일
반인은 월·수·금요일 오후 3시~5시, 화·목요일 오후 1시~2시30분,
토·일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야간개장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오후 8시30분~10시. 입장료는 성인 8달러, 11살 이하는 7
달러이며 스케이트 대여비는 4달러.
▷주소: 1001 Riverside Dr. Burbank
▷문의: (818) 846-0035/www.pickwickgardens.com
◇링크 애너하임 아이스
애너하임을 대표하는 아이스하키팀 마이티 덕스의 연습장인 만
큼 잘 관리된 최신식 시설을 자랑한다. 내부는 돔 형태로 돼 있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연습대회와 각종 스케이트 대회가 열려
일반인들의 이용 시간이 가끔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주말
저녁엔 최신 유행 뮤직비디오를 12피트 크기의 대형 스크린에 상
영하고 흘러 나오는 음악에 맞춰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록 앤 스
케이트'가 인기다. 입장료는 16세 이상은 9달러, 5~15세는 7달러, 5
세 이하는 5달러(스케이트 포함).
▷주소: 300 W. Lincoln Ave. Anaheim
▷문의: (714)535-7465/www.disneyice.com

지난 해 LA다운타운에 설치됐던 스케이트장 모습. 이곳은 내년 1월 21
일까지 오픈한다

◇다운타운 온 아이스
LA 다운타운 퍼싱스퀘어에 마련된 야외 아이스 링크다. 내년 1
월 21일까지 크리스마스와 신년 첫날을 포함해 매일 문을 연다. 오
픈 시간은 월~목요일 오후 12시~10시, 금~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
후 10시까지. 1시간 타는 비용은 6달러, 스케이트 대여비는 2달러다.
▷주소: 532 S. Olive St. LA
▷문의: (213)847-4970/www.laparks.org
◇패서디나 아이스 스케이팅 센터(Pasadena Ice Skating Center)
패서디나 컨벤션 센터 인근에 있는 아이스 링크. 실내가 넓고 깨
끗하다. 평일은 오후 1시부터 오픈하며 주말에는 오후 10시까지 연
다. 입장료는 9달러, 스케이트 대여비는 4달러.
▷주소: 310 E. Green St. Pasadena
▷문의: (626)578-0801/www.skatepasadena.com
◇컬버 아이스 아레나(Culver Ice Arena)
LA 킹스 하키팀의 연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곳은 월-금요일
오후 1시30분~5시, 토요일 오전 11시30분~오후 5시, 일요일은 오후
1시30분~오후 5시까지 오픈한다. 야간개장은 목·금·토·일요일 오
후 8시~10시30분. 입장료는 어른 10달러50센트, 12세 미만은 9달러
50센트. 스케이트 대여비는 3달러를 받고 있다.
▷주소: 4545 Sepulveda Bl. Culver City
▷문의: (310)398-5718/www.culvericearena.com
◇샌타모니카 아이스(Ice at Santa Monica)
샌타모니카 명소 프로미네이드에서 두 블록 떨어진 5가와 애리조
나 애비뉴에 마련된 야외 아이스 링크로 내년 1월 21일까지 운영
한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도 문을 연다. 입장료는 스케이트 대여
비까지 포함해 12달러다. 개인 스케이트를 가져와도 입장료는 같다.
▷주소: 1324 Fifth St. Santa Monica
▷문의: (310)461-8333/www.winterlit.com

충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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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의

미국의 교육현장

■ 아이의 GPA가 예상보다 낮은데 어떡하죠??
12학년 학생들의 대입원서 작업이 한창이다. UC는 이미 지난 11월30일, 그리고 대다수의 사립대는 12월 말이 마감이다 보니 아마 이제서
야 대입진학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12학년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까지도 이런 저런 질문들을 쏟아낸다. 그 동안 막연하게 ‘아마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아이의 GPA가 실제로 계산해 보니 예상보다 훨씬 낮고, 과외활동이며 봉사활동, 각종 수상경력을 적는 공간
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동시에 좌절하고 만다.

커뮤니티 칼리지에 초점, 철저히 준비하면 대학편입 가능
자연히 이때쯤이면 자연스레 '커뮤니티 칼리
지’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쳐든다. 그동안 다른
집 일로만 느껴졌던 커뮤니티 칼리지 진학이
어쩌면 내 아이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
각으로 슬며시 바뀌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교육제도의 가장 큰 장점 가운
데 하나는 바로 원활한‘편입’제도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정말 열심히만 한다면 못 갈 대학
이 없고, 만일 고등학교 시절 이런 저런 이유
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좀 더 자
신을 다듬는 기간으로 삼으면서 커뮤니티 칼리
지에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샌타모니카 칼리지(SMC)에서 매
년 1천 명 이상 UC로 편입한다는 수치가 공
개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UC나 캘스테이트(CSU) 편입을 위한 경로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경유
해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UC 진학
생수와 거의 같음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아이
비리그급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도 종종 나온
다. 지난 해 샌타모니카에서는 스탠포드, 예일,
브라운 대학 편입자도 나왔고 LA인근 글렌데
일 칼리지에서도 스탠포드 편입자가 나왔다. 이
밖에도 USC, 옥시덴탈, 채프먼, 포모나 등 캘
리포니아내 유명 사립대학 진학자들도 무수
히 발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적으로 편입할 수 있을
까. 우선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UC
나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지
망하는 캠퍼스에서 많은 편입생을 배출하는 학
교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다. 특히 캘스테이트
캠퍼스인 경우 UC보다도 오히려 로컬지역 학
생들에게 우선권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어
느 커뮤니티 칼리지 출신인지도 편입심사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빠른시간 내에 4년제 대학에 편입하고 싶
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지
켜야 한다.
▲희망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편입 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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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매해 600여 명이 UC 계열대학으로 편입하는 패사디나 시티 칼리지

샌타모니카 칼리지의 경우
매년 평균 1천명 UC 편입
을 확인해야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에 첫 발을
디딤과 동시에 찾아야 할 곳은 편입담당 카운
슬러의 방이다.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 전공을
얘기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에 대해 반드
시 상담할 것을 권한다.
▲이에 맞춰 첫 2년 동안의 수강계획을 미리
수립한다. 재정적자로 인해 많은 커뮤니티 칼리
지들이 겨울학기를 폐쇄하는 것은 물론이고 편
입에 필요한 주요 학과목 강의를 줄이는 캠퍼
스도 늘어나고 있다. 수시로 웹사이트를 체크
해 다음 학기 접수가 시작됨과 동시에 클래스
를 선택해야 만 필요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가능한 한 전공준비 과목을 이수하는데
초점을 둔다. 고교시절에 대학을 준비할 때는
도전적인 과목 (AP, HONOR 등)을 많이 선택
해야 하듯이 편입 시에는 전공과목을 많이 이
수 했을 수록 심사에 유리하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편입담당 카운슬러들과

주기적으로 접촉해 진행상황을 상의해야 한다.
특히 경쟁률이 높은 대학을 지망할 때에는 필
수 이수과목은 물론, 자신의 전공과목을 되도록
많이 선택해야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가능하다면 자신이 지망하는 대학 입학국에
직접 전화해 ‘어떤 학생을 원하는 지’를 묻는
것도 바람직하다. 때론 커뮤니티 칼리지의 편
입 카운슬러보다도 더욱 확실하고 구체적인 조
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 지망대학을 결정하기에 앞서 전공을 먼
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왕이면 전공
과 지망대학을 되도록 빨리 결정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로부터 캘스테
이트와 UC계열로의 편입을 돕는 웹사이트
‘ASSIST(www.assist.org)’에서는 커뮤니티 칼리
지 별로 희망하는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한 선
택과목 등 구체적인 정보가 가득 담겨 있다.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이다.
문의: (213)381-5353
게이트웨이 아카데미 LA 원장

교육부

중고등부 겨울수련회떠나요 27일부터 3박4일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 성

날짜:

장을 위한 겨울수련회가 다가
옵니다. 이번에도 여름 수련
회와 같이 학생들이 많이 참

2012년 12월 27일 수요일 1:00PM 출발
2012년 12월 29일 토요일 1:00PM 도착 예정[3박4일]

장소:

Angeles Crest Christian Camp

강사:

Chris Kim(대학부 전도사), 강경원 목사(대학부/영어 청년부),
민종기 담임 목사님.

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

회비:

120달러

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

등록날짜:

12월 2일, 9일 (9일 이후 등록비는 140달러로 인상)

랍니다.

등록 장소: 중고등부실

사진으로 보는 교육부 추수감사절 예배

2012 크리스마스
축복카드 보내기
지난 2012년 파워 바이블을 선물로 주
신 교인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
카드를 보내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 12월 2일 각부서 전도회를 통해 카
드를 교인분들께 나눠드립니다.
2. 12월 9일까지 카드에 사진, 기도제
목을 쓰시고 봉투에 주소를 쓰셔서 다시
교육부에 돌려줍니다.
3. 교육부 학생들이 카드를 써서 직접
또는메일로 12월 24일까지 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유아부 감사나무

유치부 선생님께 감사를

중등부 추수감사절 파티

유초등부 연합 감사 예배

중등부 추수감사절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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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만드는 요리

쫀들쫀들 담백~ 국민 야식 족발
깊어가는 겨울밤, 야식이 생각날 때 쫀들쫀들~ 담백~한 족발을 먹기로 해요. 동
물성 젤라틴이 많아서 거칠어진 피부에도 좋고 노화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는 족
발, 험악(?)한 생김새 때문에 살코기가 조금 더 많은 뒷다리로 준비해 보았어요.

[준비 재료]
돼지 족 2~3개
<잡내 제거용> 통마늘 5쪽, 생강, 양
파 1개, 커피 1큰 술, 된장 1 큰
술, 통계피 2개, 통후추 10알, 파
뿌리 5~6개, 팔각, 정향, 월계
수 잎 2장
<양념용> 간장 6 큰 술, 다진 마늘
1 큰 술, 다진 생강 1 작은 술, 설탕 2 큰 술, 물
엿 1 큰 술, 후추, 참기름 조금씩, 물 2 컵)

[만드는 법]
1. 족발을 찬 물에 담가 2~3시간 정도 핏물을
빼내어 줍니다.
2. 차가운 물에 핏물 뺀 족발을 넣고 끓이다가
부르르 끓어 오르면 물은 버리고 족발은 꺼
내어 깨끗이 씻어줍니다.
3. 큰 냄비에 족발이 잠길 정도의 찬물을 다시
부은 후 잡내 제거용 재료들을 넣고 센불에

알쏭달쏭 낱말퀴즈

서 끓으다가 중불로 낮춰 1시간~1시간 반 정
도 삶아 줍니다.
4. 3의 족발을 꺼내어 양념용 재료를 넣고 약
불에서 1시간 정도 졸여 줍니다.
(더 달콤하고 윤기나길 원하시면 마지막에 물
엿을 2 큰 술 정도 더 넣어 줍니다.)
5. 족발이 한 김 식으면 뼈와 살을 분리한 후
김발에 호일을 깔고 살을 돌돌 말아 줍니다.
6. 냉장실에서 3~4시간 굳힌 후 김밥 썰 듯 썰
어 줍니다.
* 김발에 돌돌 말 때, 국물을 조금씩 부어주면
모양도 잘 잡히고 부드러워요. /김송희 기자

**낱말퀴즈 정답을 12월 23일까지 1층 충현도서판매대에 마련된 퍼즐함
에 넣어 주시는 분 가운데 세 명을 추첨, 이 달의 추천도서를 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다음호 발표>

**이름:

**전화번호:
<가로열쇠>
① 처음부터 좋은 결과가 따르는 것이 아
니라 꾸준히 열심히 하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의 속담.
②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
로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
③ 본래의 기능이 둔하여지거나 정지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크리스마스 때 여러 가지 장식으로 꾸
미는 나무.
⑤ 콩을 삶아서 찧은 다음 덩이를 지어서
띄워 말린 것.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을 담그는 재료.
⑥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흔적이 없다. 감을 반으
로 자른 반쪽이 똑같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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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열쇠>
⑴ 12월25일 아침이나 크리스
마스가 다가오기 전 카드에
미리 쓰는 인사말.
⑵ 어린 아이가 걸음을 익힐
때 발을 떼어놓는 걸음걸이.
⑶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⑷ 엿기름을 우린 물에 밥알
을 넣어 식혜처럼 삭혀서
끓인 음식.
⑸‘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일본땅, OO는 우리땅’ 울릉
군에 속하는 화산섬, 한국
의 동해바다 제일 끝 울릉
도 가까이에 있다.
⑹ 풀이나 나무 등의 아랫동아
리. 밑바탕이나 기초를 비유
적으로 이르는말.

사업체 탐방

에덴 분재
대자연의 정취를 추구하여 한정된 공
간 속에서 식물을 사용하여 연출시
킨 자연, 창작, 조형예술인 분재, 하나
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각종 다양하고
아름다운 식물을 사랑하여 분재를 만
들며 식물 사랑에 한 평생을 보내며
에덴 분재를 15년 동안 운영하고 계
시는 김태열 집사와 김복선 권사 부
부를 만나보았다.

동양식 정원·연못·폭포수 등 조경공사 도맡아

에덴 분재
▶Eden Bonsai: 3140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Foothill & Pennsylvania)
▶Tel: 818-236-4801
▶Open Hour: 8: 30 to 5 Pm (Mon-Sat)

한국에서부터 워낙 식물 가꾸는 것을 좋아해서 교육공무원으로 20년 동안 봉직할 당시에도 취미생
활로 온갖 식물들을 뒷마당과 온 집안에 들여놓아 자녀들로부터 원성(?)을 듣기도 하였다고 하신다. 이
취미생활이 미국으로 온 후에 전업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처음 이민 와서 2년 동안 봉재사업을 했었요. 그런데 저에게는 맞지 않았지요. 그래서 시작한 분
재사업이 이제는 본업이 되었지요. 분재를 중국에서는‘펀징’, 한국에서는‘분재’, 일본에서는‘본사이’로
불리지만 세계적으로는 본사이(Bonsai)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분재는 취미생활을 위해서도 좋고 나
무를 바라보며 끈기와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나무와 대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만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무를 사랑하고 분재의 묘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라며 자기만
의 가치평가로 즐기는 취미생활로 분재를 권하신다.
손님들의 90% 이상이 외국인 고객이라고 하는데 집사님은 분재만이 아니라 동양식 정원, 연못, 잔
디, 폭포수, 스프링쿨러 등의 모든 조경공사를 도맡아 하고 있다.
집사님의 고객 중에서 동양식 정원을 만들고 시에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되는 일도 있었다며 요
즈음은 외국인들도 동양식 정원을 많이 선호한다고 한다.
분재를 만들며 경험하는 것은 때로는 가지를 조절하기위해 철사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 나의 마음을 철사를 감아서 정형 시켜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나무를 통해서 인간을 사랑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고 하신다.
집사님은 7년 가까이 구 본당에서부터 새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최근까지 강대상에 분재를 놓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전의 고전적인 이미지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하셨다. 그 무거운 분재를 매 주
일마다 일일이 실어 나르고 가꾸느라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많은 보람도 느끼셨다고 한다. 손님들이
“이 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분재”라고 하면 좋아하시며 더 잘 팔렸다고 하시며 웃으신다. 보통
교회에 가지고 오려면 6개월내지 2년 동안 분재를 가꾸고 키워서 가져왔다고 하시며 같은 사이즈로 2
개를 가져와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귀뜸하신다. 기억에 남는 개인적인 간증이 있다면 금년 6월에
막내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5월에는 갑자기 많은 손님들이 작품을 사가고 공사들이 들어와서 어려움
없이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다며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린다고 하신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보다 넓은 곳으로 이전하여 야외 결혼식 피로연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정
원 속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추는 시설을 마련하고 싶다고 하신다. 요즈음에
는 문화원이나 여러 곳에서 분재세미나에 강사로 초청 받아 참여하기도 하신다.
분재를 키우는 요령은 분재는 햇볕과 통풍이 기본이기 때문에 오전 중의 부드러운 햇살을 이른 아
침부터 받는 곳이 최고의 장소이며 물은 여름철에는 1~2일에 한번, 봄, 가을은 2~3일에 한번, 겨울철
에는 4~5일에 한번 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초보자는 작고 저렴한 분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말
을 잊지 않으신다. 분재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나 크고 작은 정원공사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상
담을 환영한다.
충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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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추천도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왜? 어떻게?
우리는 그 분을 미친듯 사랑해야 할까

프랜시스 챈

‘크레이지 러브’

22 충현뉴스

저자인 프랜시스 챈은 가까운 Simi Valley에 위치한 코너스톤교회의 담임목사이다.
그는 이터너티 성경학교 설립자이며 아동 기아기금과 월 임팩트의 이사장이기도 하다.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
는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
이 책의 처음 3가지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거룩성, 영원성, 전지전능하심, 공의
의 하나님)과 기본진리에 대해, 나머지 7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Web-site
영상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한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출석이 전부인줄 아는 사람들
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고 말한다. 복음은 죄 용서받고 천국을 보
장받는 것 이상이며 최고의 선물은 변함없이 조건을 뛰어넘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분 자체임을 말한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하나님을 사랑하
는 것’이 참 예배자의 태도이어야 함을 지적한다.
저자가 섬기는 코너스톤 교회는 1995년 설립된 후 4년 동안 교회예산의 4%만 이웃
을 위해 쓰여졌으나 현재는 재정의 55%를 이웃과 나누고 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교회는 더 건강해졌다고 한다.
저자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마저 9살 때 돌아가셨고, 12살 때
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언제나 마지막 말씀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메
세지를 준비해서 전달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
진 것임을 언제나 절박하고 열정적으로 전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정상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
을 감수할 줄 아는 삶이며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의 삶이라고 말한다. 실재로 믿음의 선배들의 예화로부터 주님 안에서 모범적인 이웃사
랑을 실천하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가까운 실재인물들의 삶을 나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목숨을 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
라 도전한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무엇인가 빠진 것 같고 부족함을 느끼며 죄책
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
랑을 회복하고 나눌 수 있는지를 소개한다. 또한 주님을 간절히 찾
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험과 도전을 통해 성장할 것을 제시한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참모습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올해의 목회 주제인 ‘서로 사랑하라’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가
정과 직장과 교회 안과 밖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속
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줌으
로 주님이 칭찬하고 영광 받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 주에스더
<전도사>
하며 도전해 본다.

비전청년부
비/전/칼/럼

뜻과 유래
크리스마스(Christmas)라는
말은 그리스도(Christ)께 드리
는 미사(mass)라는 의미이고
임상훈<목사> 성탄절(聖誕節)이란 거룩한
탄생일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354년
경입니다. 로마시대에 12월 25일은 동지(冬
至) 직후 태양이 다시 길어지는 날로 태양신
인 미트라(Mitra)의 축제일이었습니다. 부자에
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선물을 교환하는 등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은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칠 수 있는 때
였으므로(눅2:8) 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Constantine)가 기독교를
국교(國敎)로 정한 이후, 354년 리베리우스
(Liverius) 교황이 추운 겨울인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신일로 지키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8세기경 독일에 파견된
선교사 오딘이 떡갈나무에 사람을 제물로 바
치는 야만적 풍습을 중지시키기 위해 전나무
로 만든 성탄 트리를 만들자고 설교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에 양말을 거는 풍습은 성자로 알
리어진 니콜라스 주교와 관련됩니다. 그는 결
혼지참금이 없어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하는

크리스마스, 세상을 섬기는 날
사람을 돕기 위해 굴뚝으로 돈주머니를 던져
넣었는데 우연히 벽난로 안에 걸어놓은 양
말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
람들은 성탄절에 굴뚝을 통해 누군가가 찾아
오고 선물을 양말에 넣어 놓는 풍습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성탄절이나 성탄트리가 이교도의 풍습에
서 왔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습니
다. 예수께서 죄인의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문화
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수용해서 변화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한 문화를 피하거
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문
화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낮아짐과 섬김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낮아지심입니다(
막10:45; 빌2:5-11).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
어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놓이셨습니다(눅2:12). 구유는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을 위한 먹이통입니다. 아
기 예수가 먹이통에 누인 것은 자신이 사랑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
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사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입니다(눅22:19, 20). 우리가

아쉽지만 더 성숙해진 느낌
Vision청년부 임원들 한해 소감
지난 2012년은 저희 Vision청년부에게도 정
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우선 지난 3월에 2012 Vision청년부 열린
예배를 가진 것입니다. 열린 예배를 통해 청
년부라는 굴레를 벗어나 본당에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가짐으로써 소통의 기회를 마련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로 지난 11월4일까지
Vision 청년부를 섬긴 임원들을 만나 한 해를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회장으로 몸소 섬겼던 최
경진 회장은 “이제는 내려놓는 마당에도 여전
히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
임원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인수인계하고 지혜
롭게 넘겨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원들의 역할을 떠나서 청
년부 한명 한명이 주축이 되어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는 것이 임
원의 중요한 역할이죠. 1년이란 짧은 시간 가

운데서도 제 스스로의 앞으로에 대한 역할
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라
고 말한다.
구정은 부회장은 “홀가분할 것만 같았던
느낌과는 달리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이제
는 더욱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끊
긴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지난 1년은 분명 저
의 신앙적 성숙에 많은 기여를 한 시간이었
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거 같아요”라고 밝
혔고 Kim Davis 총무는 “평신도로서는 느낄

성탄절을 지켜야 한다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
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마28:19; 요13:34).
누구를 위한 날인가?
세상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크리스마
스를 즐기지만 그들 대부분은 이 날이 예수
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인지 모릅니다. 심
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날을 그저 트리
를 만들고 선물을 주고 받는 연말의 휴일로
여깁니다. 미트라의 축제가 그리스도를 위한
축제일이 되었다가 다시 미트라의 축제일이
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나 루돌
프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까요? 예수께서 세상에서 하셨던 것처럼 가
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날로 삼
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먼저 나서서 성탄절을 ‘내
게 좋은 날’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좋
은 날’로 삼으면 어떨까요? 가족이 없이 쓸쓸
하게 지내야 하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방문
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그 날 하루만 아니라 늘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수 없었던 마음들을 많
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교회
생활이든 저의 삶이든
더 힘든 일들을 조금은
더 잘 이겨나갈 수 있
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고
백하였다.
그리고 지난 11월4일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습니
다. (회장: Kim Peter 형제, 부회장: 최영우 형
제, 총무: 김한주 형제, 회계: 정해연 자매, 서
기: 윤수경 자매) 그리고 새로운 이들의 헌신
과 섬김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질 Vision 청년
부를 기대하여 봅니다.“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누가복음 5장 38절)
끝으로 지난 1년간 Vision 청년부에서 헌
신한 임원들과 모든 Staff들의 섬김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전서경 기자
충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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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와나 프로그램 이렇게 유명할 줄이야

타교회서 견학방문 줄이어
우리 충현선교교회 어와나는 매주 주일 오후2시에서 4시까지 진행된
다. 학생 리더들과 모든 더렉터들은 시작하기 15분 전에 모여 기도모임
을 갖고, 서로 알아야 할 얘기들을 나누면서 시작한다.
남가주 한인교회에 많은 어와나 프로그램이 있지만, 계속 꾸준하게
20년 이상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중 우리 충현선교교회 어와나 프로그램도 그 몇 안되는 교회에 속한다.
대회에서 상을 타거나 아이들의 숫자뿐만 아니고 진행 순서나 짜임새
가 우수하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 어와나 운영에
대해 배우고 가기도 한다. 어와나가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
회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지속적인 지원, 커맨더, 더렉터, 그리고 많은 학생리더들의 수
고와 봉사, 그리고 그 무엇보다 어와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의
관심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본다.
지난 10월28일 LA Grace 교회에서 10명의 어와나 교사들이 우리 교
회를 방문했다. 영락교회의 어와나 커맨더(강 스티븐)가 우리 커맨더(장
태선 집사)에게 도움
을 요청해왔다. 그동
●어와나 12월 행사
안 강 커맨더가 우
12.8 T&T Double Double Night @ 5:00 pm
리 어와나의 성공적
12.16 Awana Store
인 프로그램을 눈여
12.16 Christmas Party @ 5:00 pm
겨보다 연락을 한 것
●2013년 주요행사
이다. 와서 우리 교회
3.9
Sparks와 T&T Coed AwanaGames
의 프로그램 진행과
@ Maranatha Christian High School, Pasadena 정을 살피고, 또 궁
4.20 T&T Bible Quiz
금했던 점들을 나누
@ Grace Brethren Church, Simi Valley
고 만족한 마음으로

▲기도로 어와나
모임을 준비하는
디렉터들과 학생
리더들.

◀교회 청소를
하는 어와나
Sparks 소속 어
린이들.

돌아갔다.
아마 내년에도 4개 교회 정도가 와서 견학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
능하다면, 내년 여름에는 해마다 모든 교회가 모이는 어와나 기본훈련
(AWANA Basic Training 2013), 그리고 2014년에는 어와나 성경퀴즈대회
(AWANA T&T Bible Quiz in Spring 2014)도 우리 교회에서 주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지난 10월28일 주일 오후 2시30분부터는 어와나 주관으로 교회 청
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와나를 비롯해 다른 부서들도 참가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손으로 청소하는데 동참했다.
/정희만 부장

화요사랑방 Reunion 기도회 18일 열린다

지난해 열렸던 사랑방 Reunion 기도회 모습.

24 충현뉴스

화요사랑방 Reunion 기도회가 12월18일 화
요일 오후 7시 EM Chapel에서 열린다.
지난 10년간 18기를 거치면서 6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화요사랑방 수료자들이 한 자
리에 모이는 뜻깊은 Reunion 기도회로 강사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가정사역을 담당하시며
풀러 신학교 겸임교수로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
를 하시는 Christina Kang 목사님이다.
사랑방 졸업생들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 새롭
게 도전을 받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
도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받은 은혜를 통해 새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2013년에 시작되는 화
요사랑방이 치유와 도전의 자리가 될 수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게시판

구역일꾼들의 잔치
구역총회 15일 개최

새가족 환영회“헌신자로 거듭 나세요”
새가족 환영회가 지난 11월 10일(토) 오
후 5시30분 열렸다. 이날 행사는 4월부터
10월까지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을 초대하
여 교역자 및 시무장로, 교구장, 정착에 도
움을 주었던 바나바들이 함께 모여 환영하
며 교제를 나눴다.
간암을 앓고 있던 어떤 환자는 60년 묵
은 간장을 구해서 조금씩 물에 타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믿고 어렵사리
간장을 구했다. 환자는 간장을 의사의 지시
대로 물에 타서 먹는 중에 병이 깨끗이 나
았다고 한다.
교회에 첫발을 딛을 때는 누구나 새신자
이다. 하지만‘새가족 환영회’라는 문턱을 넘
으며 헌신자로 거듭 난다. 민종기 목사님은
환영사에서 그들이 병도 낫게 하는 깊은 맛

을 내는 묵은 간장처럼 교회에 들어올 자신
을 닮은 새가족을 섬기는 헌신자로 세워지
기를 소망하였다.
잔칫집에 빼놓을 수 없는 풍성한 식탁도
차려졌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Steak, Chicken, Salad, Mashed Potato, Mushroom, Bread
등은 언제였던가 새신자의 문턱을 넘어섰던
헌신자들의 요리솜씨였다. 예쁜 장식을 곁들
인 과일 후식도 눈길을 끈다.
2부에는 김철우 집사님의 사회로 게임을
하며 다양한 선물을 선사하며 따뜻한 정도
나누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새가족의 정착으로 초대교회 같이 날마
다 교회가 부흥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경원 기자

함께 하면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다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비전 제시
2013년 1월14일(월)부터 시작되는“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을 위해 모든 교역자, 사역팀장, 교
구장, 지역장, 구역장 등 모든 일꾼들이 한자리
에 모인 가운데 비전제시 비디오 상영(릭 워렌
목사)과 캠페인에 대한 민종기 목사님의 설명
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며 헌신과 결단을 다짐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2009년“목적이 이끄는 삶 40일”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며 새본당 건축이 시작되었고
2010년 감격스러운 입당예배를 하나님께 봉헌
하며 은혜를 나누었는데 올 한해는 많은 어려
움 속에서 침체된 성도님들의 심령에 불을 지
피고 새로운 은혜를 받으며 충전의 시간이 되
기를 염원하며 민 목사님께서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
며 함께 하면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먼저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
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
씀하셨다.
사랑은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사
랑은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고 형성되는데 교회
공동체의 성숙을 통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가치와 헌신을 높이며 “치유와 회복”의 2013
년이 되어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힘
들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해 그리하여 초대교
회와 같이 가정과 교회공동체가 회복되는 해
가 되기 위해 40일간 특별새벽예배와 매주 특
별 구역모임을 통해 구역원들과 가정들이 풍성
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한다.
/정승우 기자

오는 12월15일(토) 오후 6시에 구역일꾼들의
잔치인 구역총회를 갖는다.
구역장, 부구역장, 권찰, 말씀인도자, 지역장과
교구장, 교구 교역자들이 모두 모여서 지난 1년
간의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
광을 돌리는 귀한 잔치다.
지난 한 해 동안 구역일꾼들이 구역사역에
집중하기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았
다. 불경기의 장기화로 생업의 현장이, 가정
의 현장이, 구역사역의 현장이 치열한 영적전
투의 현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님만 바라보고 즐거이 헌신하였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였던 구역일꾼들은 정말 대단하
다. 이번 구역총회가 열심히 구역사역을 감당
하였던 모든 구역일꾼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
고, 다시 한 번 힘을 얻어 2013년 구역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헌신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
기를 바란다.
2013년 구역조직은 몇몇 모이기 힘든 구역들
이 있어서 구역조정이 불가피하기도 한 구역들
도 있지만, 그동안 기도하면서 꾸준히 구역모임
을 잘하고, 예비 구역일꾼들을 잘 준비하고, 구
역관리를 잘 하여서 구역을 분봉하는 구역들
을 이번 총회에서 소개된다. 또한 모범적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던 모범구역장들도 소개
한다. 새롭게 2013년에 구역일꾼이 된 분들도
환영하며 소개하는 시간도 있다.
박정남 집사의 사회로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
간을 마련, 천국잔치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모
든 구역일꾼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구역총회가 되기
를 간절히 기도한다.
/김성규 목사

12월 행사 캘린더
12월 2일(주일) 제직임명
12월 8, 9일

태신자 전도집회
(홍수환 장로 간증집회)

12월 9일(주일) 구역임명
12월 15일(토)

구역총회(오후 6시)

12월 16일(주일) 찬양대 임명
성탄찬양제(오후 3시)
12월 23일(주일) 성탄주일
12월 25일(화)

성탄절 예배, 유아세례

12월 30일(주일) 공동의회
12월 31일(월)

송구영신예배, 성찬식

충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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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선교교회 예배안내

새로 등록한 가족

주/일/예/배

오현근 집사 가정.

심연 성도와 Diane Sim 성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9:40(열린예배)

●

3부 예배

오전 11:30

●

주일학교

오전 11:30(영아~고등부)

●

비전청년부

오후 2:00(청년부실)

대학부
			
			
●

이름

전화번호

구역

인도자 및 기타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30(EM채플)
성경공부 주일 오후 2:30

●

영어 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30(EM채플)

정명화 성도, 아담(아들) 리즈(딸)

213-804-5659

갈릴리 3

정주디 성도 여동생 가정

허정인 집사, 김조앤(딸)

213-570-4900

갈릴리 3

장희영 집사

●

수요 찬양예배 오후 7:30(수요일)

심연, Diane Sim 성도, Ethan Elyse

626-755-4989

안디옥 5

가베. 오르다

●

새벽 예배

오현근, 차혜영 집사, 신애, 승민

213-265-8669

빌립보 1

민정준 집사

●

중고등부 금요모임 매주 금요일 7:00~9:00

이영자 성도

818-546-2448

빌립보 2

김유니스 권사

●

김수근, 이희순 집사

213-229-9825

빌립보 2

김헌곤(김문자) 집사 형님부부

주/중/예/배
매일 새벽 5:30

청년부 모임
			

금요일 오후 8:30
(2층 청년부실·비전관)

●

EM 소그룹모임 토요일 오전 10:00

●

중보 기도회

목요일 오전 10시, 주일예배

●

목요기도회

오후 8:00(목요일)

특/별/활/동
한국학교
			

주일 오전 10:00∼11:15
(유치부~고등부)

●

정명화 성도 가족.

바나바
12월11일 오후7시 중등부실

송년모임

이영자 성도.

허정인 집사(오른쪽).

●

어와나

주일 오후 2:00(유치~고등부)

●

충현샬롬대학

화요일 오전 9:00

●

충현토요학교

토요일 오전 9:00

●

가베/오르다 교실

토요일 오전 10:00~12:00

새신자들의 교회 정착을 위해 1년 동안 수
고하신 바나바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바
나바 전체 송년모임’이 12월11일 화요일 오
후 7시에 중등부실에서 열린다. 모든 바나바
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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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오시는 길

>>> 11월호 낱말퀴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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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말퀴즈 당첨자 명단

-당첨자: 진정숙, 김승배, Jay Paek
-낱말퀴즈 당첨을 축하합니다.
당첨자들은 구 본관 1층 도서상품대에서
이 달의 추천도서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6 충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