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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교구 전체모임 지난달 16일 오후 1시 교회 뒷마당에서 모인 야고보교구 전체 야외모임에 어린 자녀들도 많이 참석했다. 1부예배는 2지역장 현영수
집사의 사회로 정태걸 장로 기도, 김기봉 목사 설교로 예배를 드린 후, 이인숙 전도사의 기도로 바비큐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2부는 1지역장 임용재 집사와
구역장들의 수고로 보물찾기를 하며 푸짐한 선물을 받고 VIP를 초청하여 함께 하면서 새생명축제에 대한 관심도 높였다.
이 달의 지면

베드로교구 전체모임 지난달 15일 오후 4시부터 벧엘실에서 베드로 2구역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밴드
반주에 맞춰 찬양으로 한마음이 된 후, 1지역장 정지홍 집사의 사회, 기도 김향로 장로, 김기봉 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드린 후 식사를 했다. 2부는 정지홍 집사와 김태열 집사의 사회로 장기자랑과 교제를 가
졌고 새생명축제에 대한 설명시간도 있었다. 2지역장 조일남 집사의 응원에 힘입어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꽃으로 드리는 예배
선한 직분 청지기의
새로운 삶
다듬어지지 않은 팜트리 잎
을 부채 모양으로 만들어, 깨
끗하고 절제된 직분자들의 모
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부
채 속에 각각의 다른 꽃을
꽂아 서로 다름과 각자 삶
의 자리에서 선한 행위로 직
분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9월 16일 주일 강단 꽃꽂이)

표지사진 사무엘 8구역(구역장: 유조

앤 집사, 말씀인도: 조경식
집사, 권찰: 천상미 집사) 구역원들이 한 자
리에 모여서 새생명축제 VIP 작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커버스토리 8면과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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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양희관 집사>

영적전쟁 대처는

단기선교 몽골 선교를 다녀와서
5기 세계관학교

성도 업소탐방 코웨이 정승연 집사
글사랑모임 가을문학산책 초대

미국사는 이야기 리얼아이디 신청
교육현장 조기전형 궁금증 풀이
추천도서 ‘오스 기니스의 저항’

어머니학교 가정회복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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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노르웨이의 피요르드(Fjord)를 보신 적이 있습

스도에게 죄를 전가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니까? 피요르드는 빙식곡(氷蝕谷), 즉 빙하에 의하

게 만들므로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 바닥이 깊이 파인 절벽과 폭포를 가진 U자 형

정의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 긴 계곡입니다. 노르웨이의 여러 피요르드 중

공의가 만납니다.

에는 200킬로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빙하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였

침식에 의하여 생긴 수직에 가까운 절벽들이 만

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왕

들어내는 장쾌한 모습은 경이롭고도 위대한 하나

노릇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

님의 작품으로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감동을 불

는 것은 죄로 관영한 세상 속에 새로운 구원의 강

러일으킵니다.

을 열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만듭니다. 복

피요르트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인간의 역사 속

음은 새로운 용서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심판의 대

에 가장 위대하고 깊고 인상적인 흔적을 만들어낸

상인 사람을 살려 의롭게 만드는 사랑의 능력입니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로 나타난 의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죄인을 의

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성경의 예언과 그것의

인으로 만들 뿐 아니라, 정죄의 대상을 은혜를 얻

성취와 그 위대한 서사가 만들어낸 영향력은 수십

게 되는 대상으로 만들므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

킬로미터의 거대한 빙하덩어리가 계곡의 흙과 바위

민종기 <담임목사>

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를 쪼개고 밀어내어 만들어낸 흔적처럼, 인류의 역

조건입니다. 이웃을 향한 겸손의 조건입니다. 범죄

사에 깊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 타인을 향한 용서의 조건입니다. 영적 성숙을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의”(the
righteousness of God)를 새겨주셨습니다. 복음에
는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義)라 함은 정의(正義, justice) 혹은 공의(公義,
righteousness)입니다. 사실상 정의나 공의는 부담스
럽고, 두려우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의는 종종 우리에게 징계, 응징, 혹은 재

하나님의 의는 징계와 심판이
아닌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여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향한 소망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
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기”(justify) 때문입니
다(롬 4:3, 5, 6, 9, 10, 11, 22, 23). 이러한 하나님
의 의가 나타난 현저하게 나타난 출발점은 유대인
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justification)을 받았습니

판과 심판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할

사람의 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응보

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이전입니다(창 15:6).

적 정의, 분배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내포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 속에서 정의를 세운
다는 것은 심각한 연구와 고민과 판단과 논쟁과 갈
등과 투쟁을 불러일으킵니다.

”

다윗도 무서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죽음을 면하
고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은총
을 얻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의가 있는데, 그

우리의 의로움은 종종 사람의 의로움의 기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the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정죄하고 판단

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하는 인간의 의와 대조를 이루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부정

자신이 응징과 징계와 심판을 받은 사건’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복

한 인간을 위대한 인격으로 재창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

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롬 1:17). 하나님의 의는 죄인인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새로운 삶의 능력을 불러 일으켜, 심판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감사 속

의롭다 여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와는 구별되어, 우리 죄인에게 용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후 5:14).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루신

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달콤한 의, 향기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의는 역사의 깊은 강물이 되어 오늘도 흐르고 있으며, 성도

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의로움을 위하여 의로운 그리

의 아름다운 인격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TV 설교방송 채널 18.7 수요일 낮 12시(재방 수 오후 9시) / 라디오 설교 미주복음방송(AM 1190) 월요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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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권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오래 전, 일간지의 칼럼에서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의 인터뷰 기사를 읽

으로 내몰고 있다.

은 적이 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나는 아직 교회에 나갈 생각이 안 나

김지룡 작가는‘개인독립만세’라는 그의 책에서 네트워크사회에 가장 적

는 건 왜 일까요? 나는 일요일마다 산에 가고, 아내는 교회에 갑니다. 수년

합한 룰은 개인주의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바른 모습과

째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이산가족을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아내가 이산가

사명을 깨닫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가.

족을 만드는 걸까요?”

루터는“복음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No Gospel, No Church)라고 말
한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며, 세상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하나님

그들의 죄가 아직 폭로되지 않았다

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이다.

기자의 질문에 김진홍 목사는 이렇게 답변했다.“힘이 더 빠지고 죄를 더
지으면 결론이 납니다.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

교회에서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유한세계의 절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

의 은혜를 버리고 스스로의 힘을 키워 그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세상에

나 인간은 자기의 선과 도덕과 양심으로 내가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면 되

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능력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으로 보이는 저 무리

고백하고 항복한 성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
로 이 세상이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며, 그 사랑의 너비
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 배우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배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

인간의 선, 도덕, 양심으로는 오직 나의 영광만이 나타날 뿐이지, 인간의

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겸손하게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선악과를

내가 부인되어져 가는 법을 배운다. 그리하여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무한하

따먹고‘내가 신이다’라는 가짜 신의 경지에 올라간 인간들은, 오직 나의 가

신 하나님 앞에‘마침내’ 항복하게 되는 것이다.

치와 존엄과 명예와 이 세상이 주는 가짜 영광에 취해 살고 있는 것이다. 인
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교회

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그 인생은 생명 없는 허깨비 같은 것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 따라 지상에 세워진 것이다. 교회는 주님

이다. 조만간 그들이 지은 죄는 폭로될 것이고, 또한 폭로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재림하실 그 날까지 이땅에 남아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
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날에는 과연 교회가 무엇을 얼마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만큼 성취했느냐가 아니라‘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물

어느 토요일 오후, 복음방송에서 모교회의 찬양팀을 인터뷰하는 것을 듣게

으실 것이다.

되었다. 사회자가 예수를 영접한지 얼마되지 않은 찬양팀의 한 청년에게, 예

이토록 위대한 교회라는 이름 앞에서, 과연 나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가

수를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청년은 대답하기를“평소에

슴이 뛰고 기쁨이 넘치는가. 교회를 향한 아픔과 고통이 과연 우리의 애통

는 별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예수를 믿은 후에는 모든 일에 감사

하는 기도제목 이었는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

하게 되었으며, 찬양을 통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해야 할 곳이고 기도해야 할 곳이지 우리의 사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다. 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저는 정말 저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리가 사랑할 대상으로서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청년의 순수한 고백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 나는 정
말 나의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존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는 경우가 많다. 교회의 존재목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어머니

적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보기를 원했

와 같다. 교회를 떠나서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있는 아이처럼, 신앙이 제대로

던 성령의 시대가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교

자라나기 어렵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고 떠나는 것

회를 부끄러워한다.

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회를 떠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
험이 아닐 수 없다. 성도들의 신앙은 역시 공동체 안에서 가장 바르게 자
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에 세워졌으며 주님의 재
림의 날까지, 아니 우리 각자의 최후의 날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가슴에 새
기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해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것
그러나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
장 큰 고독과 공허감에서 살고 있다. 소속감보다는 개인주의가 인간을 고독

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충현의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
다” (시 122편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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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전쟁 이기려면… 제5기 세계관학교 10월 31일 개강
세계관학교는 충현선교교회의 불고기맞 비
전 중“맞서는” (Confronting) 단계의 훈련 과
정입니다.
세계관학교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으
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하고 가정과
직장, 이웃과 사회 공동체를 향해 거룩한 영향
력을 나타내는 2차적 제자로서의 역량을 갖추
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는 10월 31일 개강하는 제5기 세계관학교
는 12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그리고 12월
11일까지 7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Come & See 대표인 이재환 선교

이재환 선교사

이도환 목사

이재만 선교사

민종기 목사

사와 Center for Beauty and Truth 대표 이도환
목사, 창조과학선교회 이재만 선교사 등이 참

제5기 세계관학교 일정과 강사

여하며 세계관과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과 선

날짜

주제

강사

교, 세계관과 영적전쟁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

10월 31일 (수)

세계관과 포스트모더니즘

김기봉 목사 (충현선교교회 부목사)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7일 (수)

세계관과 선교

이재환 선교사 (Come & See 대표)

11월 14일 (수)

세계관과 영적전쟁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담임목사)

11월 21일 (수)

기독교 재정

김종경 목사 (충현선교교회 부목사)

11월 28일 (수)

세계관과 문화

이도환 목사 (Center for Beauty and Truth 대표)

12월 5일 (수)

타협의 거센바람

이재만 선교사 (창조과학선교회)

12월 11일 (화)

Open Talk

이재만 선교사 (창조과학선교회)

■제5기 세계관학교 개요
- 일시: 2018년 10월 31일(수)~12월 5일(수)
저녁 7시 30분 (본당)
12월 11일(화) 저녁 6시 45분 (벧엘실)
- 대상: 누구나
- 순서: 식사, 강의, Open Talk

* 12월 16일(주)에는 세계관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 회비: 20달러

종교개혁 501주년 맞으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늘날 빛을 발하고 있는가?
10월 마지막 주일
은 개혁교회가 전통

혁의 의미를 쇠퇴시키고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셋째, 개혁교회는 오늘도 그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 칼빈은 “교회는 개혁되었기 때문

적으로 지켜오는 종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개신교 교회들

에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세월이

교개혁 주일이다. 이

이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

지나면서 교회 안에는 개혁되어야 할 요소들

것은 개혁자 마틴

지, 아니 기억하려고 하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이 생기게 마련이고 오늘날은 밀려오는 세속

루터(사진)가 1517년

한다.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 기념일은 점차 잊

주의와 다원주의의 물결 속에 그 도가 더하

10월 31일 자신이 교

혀가고 있다.

여지고 있다.

수로 재직하던 비텐

둘째,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웠던 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

부르크 대학 게시판

로건들을 되새겨 보면서 지금 교회 안에 그

는 것이다. 개혁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

성문에 95조의 항의

것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

괴가 아니다. 기성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

야 한다.

발이나 상대를 뒤엎어 버리는 것이 개혁이 아

문을 써 붙였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 때부터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오늘의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과 하나님

니다. 오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행태들

개혁주의 교회를 있게 만들었다. 종교개혁은

의 주권은 변함없는 우리의 표어인가? 오직

이 무수히 자행되고 있다. 진정한 개혁은 성경

우리 개신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다. 오

성경(Sola f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

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늘날 개신교회 일부가 종교 다원주의 입장에

직 은혜(Sola gratia)의 원리는 더욱 빛을 발

서 종교 화해론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개

하고 있는가?

오직 성경, 이것이 오늘의 교회가 지향하여
야 할 개혁의 목적이요, 개혁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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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에서

단기팀 한달간 봉사·수련회… ㅌ족 2명이 세례 받아

충현선교교회 동역자님들께

리 모두를 성장시키고 경성하게 하는 요인들이

올여름은 온 지구가 몸살을 앓다 못해 곳곳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서로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기 힘
든 일인 것을 모두가 공감하며 한마디 언행도

에 대재난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

북경 상해 온주 복건 여러 곳에서 팀들이

조심하며 무릎을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산불로 황폐해지

와서 함께 동참함으로 그들에게 이 사역에 커

다. 매번 전적으로 주께서 이끄시는 사역임을

는 걸 보며 걱정이 되고 여러 동역자님들의 안

다란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적

모두가 공감하며 긴장감 속에서도 여유를 누

전도 염려가 됩니다.

극적으로 내국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

리며 이번 여름수련회의 대합창도 끝을 맺게

이곳은 평년보다 비교적 서늘한 편이고 덥기

고 이끌고 안배하는 일들을 하려 계획하고 있

되었습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신 여러 성도님

는 하지만 때때로 소나기가 내려 별 탈 없이

습니다. 여름에는 단기 팀들을 ㅌ현지에 보내

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도 잘 마무리 했습니다.

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관계를 형성

신청한 비자도 잘 나왔고 체류문제가 순조

하여 겨울에 이곳에 데려와서 수련회를 진행

롭게 해결되어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

하는 방법을 준비 중 입니다.

했음을 여러 현상을 보며 더욱더 실감하게 됩

원래 이곳의 여름은 습기가 많은데다 더워
서 학생들이 겨울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에도 34명의 학생들이 7월 9일부터 8월 9일까

올해 현지인 세 팀을 ㅌ지역의 한마을에 보내

니다. 밤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추수하며 자신

지 꼬박 한 달을 함께 숙식하며 수련회를 잘

어 이미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번 진행할 때

을 정결케하고 신부단장을 해야 할 시기인 것

마무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도 2명

마다 새로운 방법이 업그레이드되고 일이 점점

이 확연히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이 마지막 날 세례를 받고 그 외에 3명의 결

커지며 참석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걸 보면

충현선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공

신이 있었습니다. (ㅌ족 한 명이 세례 받는다

서 이 일을 주관하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동체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총이

는 건 한족 100명이 세례 받는 것보다도 어

고백을 하게 됩니다. ㅌ지역에 부흥이 곧 도래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려운 일입니다.)

할 것이고 마지막 추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ㅌ지역에서 박 선생 가족 올림

겨울에 반항적이고 태도가 너무 좋지 않았

수련회를 통해 결신된 열매들을 또 다른 팀

던 남학생들이 이번에 또 참석했는데 마음이

이 인수받아 장기적으로 숙박하며 양육하고

많이 열리고 부드러워져서 즐겁게 참석하는 걸

있는데 이번에 세 사람이 훈련생으로 남게 되

번 박민권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거주 목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었습니다. 각자가 한 부분을 담당해주니 경제

적과 사역 등에 대해 질문과 취조를 했습니

**참고로 중국 공안(경찰)이 9월 중순에 세

여러 사람이 함께 자신의 은사와 물질로 헌

적으로도 수월하고 힘도 덜 들고 협력하니 서

다. 아울러 최근에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신하며 섬기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도, 참석하

로 간에 지체의식도 있고 모든 영광은 주께로

이 추방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공항에서 입

여 섬기는 이들도 동일한 기쁨을 맛보는 시간

돌아가니 일하면서 저희들도 계속 배우고 때로

국 거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 선교사님 가

들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는 가만히 서서 그분이 하는 것을 보기도 하

정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

모든 것이 결국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고 우

면서 한걸음 한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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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단기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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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김 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26년 선교열정에 뭉클

한 때,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점령하고 호령

여장을 풀 시간도 없이 6박 7일간의 선교지

수도 울란바타르의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안디

한 적이 있던 몽골,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분주한 첫

옥 교회가 사방으로 터를 잡은 모습이다. 그

중간에 둘러싸여 있는 인구 300만명의 나라,

째 날을 보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몽골까지

중 한 지교회인 가쵸르트 안디옥교회를 방문

영하 40도에서 영상 30도로 연교차가 세계에

와서 첫날 밤을 이렇게 지내다니.... 감사함이

하여 물품과 선교비를 전달하고 간절히 기도

서 가장 큰 나라, 인구 천 명당 의사의 숫자

밀려오며 단잠에 빠져들었다.

하였다. 테렐지 국립공원 안에 있는 몽골의 전

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16개국의 언어가

둘째 날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천강민

통 가옥인 게르에서 지낸 별밤은 몽골 단기선

섞여 있는 몽골어를 모국어로 가진 나라, 무엇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해 온 샬롬 어린이 후원

교팀원들의 마음 속에 새겨진 특별한 추억이

보다도 우리 교회가 26년 전인 1992년, 천강

사역에 동참하였다. 매월 30불씩 후원하고 있

었다. 마지막 날인 주일에는 안디옥교회 성도

민, 이정희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했던 나라...

는데, 그 많은 어린이들의 신발 사이즈까지 맞

님들과 함께 초대교회 같은 뜨겁고 신선한 분

그러나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 투성이인

춘 이쁜 신발과 가방, 학용품, 장난감, 과자 등

위기 속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또 주일학

상태로 일곱 명의 몽골 단기선교팀 (김종경 목

맞춤형 선물 세트를 준비한 이정희 선교사님

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펼쳐진 태권도 사역

사, 김정길 장로, 최영환 집사, 이진형 집사, 이

의 사랑 가득한 정성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으로 우리 모두는 동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영선 권사, 이영애 권사, 이주옥 집사) 7명은

선물을 샤핑하는데만 꼬박 며칠을 투자해야만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예배 후에 숙제로 내

2018년 8월 27일(월) 새벽 0시 45분, 설레는

하는 일이란다.

어준 성경 한 구절을 막힘 없이 외우는 아이

마음으로 China Air에 몸을 싣고 미지의 땅
몽골로 날아갔다.
베이징을 경유하여 19시간 만에 도착하여

유치원 후원 행사를 마친 후에는 교인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였다. 전도 대상자의 가

들의 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희망찬 몽골의 미
래를 그려본다.

정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주로 선정하여

여름 내내 쉴새 없이 단기선교팀을 받아 사

여덟 가정 정도를 이틀 동안 심방하였다. 그분

역하느라 심신이 지쳐 있는 천강민 선교사님

들이 정성을 다해서 차려낸 음식을 먹으면서

부부를 위해 충현몽골선교팀은 기쁨조가 되기

몽골 성도님들의 삶을 피부로 체험하는 시간

를 자청하여 함께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

이었다. 가정마다 사연이 있고 아픔도 있고, 저

졌다. 몽골 선교팀이 돌아오는 날, 울란바타르

마다의 절실한 꿈과 소원도 있었다. 어려움 속

에는 한차례 우박이 쏟아졌다고 한다. 8월에

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는

도 가끔 눈이 내린다는 그곳에서 벌써 첫눈

성도들의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식을 전해왔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받아 축복 기도를 하
나님께 올려드렸다.

“남김 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26년을
하루 같이 몽골을 품고 진액을 쏟으며 인생의

모교회인 울란바타르 안디옥 교회는 설립

황금기를 아낌 없이 바쳐드린 천강민 선교사

25주년이었던 2017년 7월 4일에 네 번째 교회

님, 이정희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 타운샤르 안디옥교회를 독립시켰다. 몽골의

축복합니다. 		

김종경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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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명축제 동참 사무엘 8구역

새생명축제가 오는 11월 11일(강사 박미선 권사, 이광기 집사)로 다가옴에 따라 12교구, 98개 구역들의 전도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믿는 성도들이 늘 항상 힘써야 할 전도를, 이 때를 기회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생활화하는 습관도 들여야 하겠다.
사무엘 8구역은 전도표어를 3명이 제출했으며, 2명이 4주간의 전도훈련에 참가했다.“일단 나가자 뒷일은 주님이” (조선웅 집사)를
‘구역의 전도표어’로 정하고 온 구역원이 한 마음으로 VIP(불신자, 낙심자) 찾기에 열중하고 있다.
늘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 사무엘 8구역 이야기를 들어본다.
피곤함에도 구역예배와 주일예배를 사모하며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고자 순종하는 예쁜 구역

나오셔서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나눠주시는

저희 구역은 낮은 자세로 이웃을 돌보신

간증에 감사가 넘치게 한다. 자녀들 예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를

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

사랑하며 이해하는 마음으로 섬

었는데 조정연 집사님 (EM)께

기려고 애쓰는 구역이며 구역

서 자원하여 자녀들 구역예

장을 선두로 모든 일에 화

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다.

합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아들만 풍성한 우리구역

(박재현 집사)

에 이미영 자매님과 이
저희 구역은 사랑과

은호, 김은정 자매님이

은혜가 풍성하여 모

새롭게 들어오시면서

이기를 힘쓰고 서로

드디어 우리 구역에

나누기를 아끼지 않

도 두 공주님이 들어

는 아주 따뜻한 구역

왔다. 제자훈련을 통하

이다. 모일때마다 구역

여 더욱 신앙이 성숙해
진 구역원들이 몸소 순

가족들이 정성껏 준비

종하며 말씀을 삶 가운데

한 음식을 나눌때가 최고

서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모

이다. 성령의 불꽃을 퍼트리

습은 저에게 구역장 할 맛이

시는 구역장과 한 마음으로 예

나게하는 종합비타민 같다. 구역원

수님과 교회를 섬기고자 순종하는

수는 많지만 반 정도는 여러가지 사정

모습이 참 예쁜 구역이다. (천상미 집사)

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 결석자들에게
사무엘 8구역은 각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사무엘 8구역 식구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

는 충현뉴스를 메일로 보내고 또 찾아가 교제

진심으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키워나가

로 천상미 백정원 허재욱 이은호, 조경식 백동욱

하고있다. (유조앤 집사)

는 구역이다. 어려움을 겪거나 부족한 것들이

박재현 유조앤 조정연 허선우 김은정.

VIP작정 초청을 위해 관계전도를 시작

있을 때 말 없이 뒤에서 챙겨주고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믿음에 대해 외식

다. 교육부에서 섬기시는 김은주 전도사님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늘 마음

하지 않고, 겸손한 성도의 자세로 믿음생활을

비롯해, 유아부와 가베와오르다에서 교사로 뜨

에 부담이 있었는데, 마침 교회에서 새생명축

해나가기 위해 서로의 믿음을 점검해주고 진심

겁게 봉사하시는 백동욱, 백정원 집사부부가

제 발대식을 통해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

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나누는 믿음의 공

계시고, 구역예배의 찬양을 담당하시는 천케빈

로 행동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구역에서

동체이다. (이은호, 김은정 성도)

집사님의 뜨거운 찬양인도는 부흥회를 연상케

표어를 “일단 나가자 뒷일은 주님이”로 정하고

한다. 또 늘 교회일에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결과보다는 순종이 먼저라는 생각에 부담없이

저희 구역은 구역장인 저보다 더 솔선하여

조경식 집사님의 말씀인도는 구역원들의 마음

VIP를 찾기위해 나가게 되었다. 아이들 친구

섬기는 분들이 많다. 늘 구역일에 단합을 잘

을 활짝열어 웃음과 격려의 말씀으로 도전받

들 중에 불신자와 낙심자 가정들을 정하고 보

해주시고 순종하며 섬겨주시는 예수님 닮은 제

게하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된다. 또한 직

니, 그들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

자들이 많기에 축복받은 구역장이 아닐까 싶

장일로 자주 출장을 가시는 조선웅 집사님은

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게 되면서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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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또한 볼 수 있었다. 혼자서 하기에는 용

역원들의 마음이 새생명축제로 한 마음이 되

기가 부족했지만, 구역식구들과 만나 서로 기

었다. 급기야 직장을 안다니는 몇 집사님들과

도하고 격려하며 계속적으로 VIP를 찾기위해

모여 충현뉴스와 작은 선물을 구입하고 일 주

나가면서 자신감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나의

일에 한번 만나서 VIP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주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불

VIP들이 주님앞에 나올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는 용기가 안났는데, 셋이 모이니 힘이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어

기도하며 그들을 찾아가 얘기도 들어주고 식

났다. 한국사람들을 찾아 말을 붙이고 인사를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선행을 베푼다. 불

사교제도 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

하고 충현뉴스를 거부하는 사람도 만나고 어

신자 및 낙심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있 다. 지속적으로 찾

떨때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함께한 구

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

아가서 식사교제도 하고 집으로 초청도 하면

역원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고, 구역전도 표어

게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저희 가정의 VIP는 친

서 기도중이다. (천상미 집사)

도“일단 나가자 뒷일은 주님이”라는 말 덕택

정부모님이다. 친정의 복음전파는 온 가족(시

에 부담없이 웃으면서 할 수 있었다.

댁과 저희 부부)이 예전부터 꾸준히 기도해온

새생명축제 발대식을 하면서 예전과 특별히
다른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성
도들에게 “보라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
고 선포하시는 것 같았다.
그동안 전도행사라는 부담으로만 느껴졌던,
그래서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무관심으로 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었기에 그

소 가든에 아침운동을 나가서 찾고 있다.
(박재현 집사)

제목이다. (이은호, 김은정 성도)

냥 어린아이처럼 순종으로 일단 나간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VIP를 만날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위해

소망하며 우리의 작은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며, 일단 나가서 최선의

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지 기대가 된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 오늘도

다. (유조앤 집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
광을 받으실 것이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이

면했던 그 일을 발대식을 통해 강팍하게 굳
어진 내 마음에 전도의 불씨를 일으켰다. 구역

VIP를 찾기위해 전도교육도 받고 전도표어

렇게 한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나간다면“전도

원들과 함께 구역안에 장기 결석자들과 VIP

도 만들어보고 끊임없이 노력중에 있다. 아직

열기 활활타면 본당좌석 모자란다” (이혜경 권

명단을 나누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전도표어

가까운 곳에서 찾지 못했지만 한국에 믿지않

사) 는 전도표어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와 전도훈련 4주를 함께 참여하면서 잃어버린

는 가족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으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느

며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구역원들과 만나 서

낄 수 있었다.

로 격려하며 기도하고 우리구역의 전도표어인

전도훈련에서 배운대로, 구역원들과 함께 서

“일단 나가자 뒷일은 주님이”를 외치며 충현

로 협력하기위해 그들의 VIP를 위해 중보기도

뉴스를 들고 가까운 공원을 돌며 VIP를 찾기

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찾을때까지…

떻게 그들을 구역으로 초대할 수 있을지 방법

자녀들이 운동하는 시간에 나와있는 한국분

을 함께 짜내고 지속적인 정보를 나누면서 구

들과 아파트내 살고있는 분들, 그리고 데스칸

“예수생명 예수구원 같이믿고 같이살자”
(유조앤 집사)
“내만 가나 천국, 니도 가자” 경상도 버전
(이은호 성도)
그래, 천국 나 혼자만 갈 수는 없지, 니도 함
께 같이 갑시다!
이혜경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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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명축제 성도의 글

VIP에 다가가기

이선경 집사

17시간 의식불명서 깨달은 영혼의 소중함

미국생활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

생명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찾는 일부터

지는 않다. 다들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을 때

시작한다. 아기는 엄마젖을, 좀더 자라서는 친구를, 하고 싶

반갑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고 좋아하는 일을, 그리고 지식, 직장, 부와 명예 더 나가서

경계를 하며 바라보고 그 사람과 아주 친해

는 권력까지... 끝없이 구하고 두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

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물론 교회

생들이 하는,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다.

를 다니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나도 내 자신과 가족의 행복과 평안한 삶을 위해 일

분들과는 쉽게 다가갈 수 있겠지만, 그 외에

과 재물,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며 구원의 확신도 모르고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는 한 일대일
로 만나 서로의 사정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

과 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기까지 정성도 필요하다.
다행히 자녀들 방과후 활동에서 만나는 아이들 친구 엄마
들과 오랜 시간 동안 친분을 이어왔고 신앙이 없이 살고 있
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오래 전부터 교회에 초대하고 싶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주일날 하루에 할일도
많고 습관적이지 않아서 교회를 막상 나오지 못하겠다고 한
다. 이래저래 핑계를 대며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
고 못박아 둔다.

이미영 권사

습관적 신앙생활을 하던 중 총체적 시험을 겪게 되었다.

17시간의 의식불명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 연단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야
영혼의 실체적 존재를, 의식이 무너져가는 육신을 통해 피부로 느끼게 하셨다.
육신이 무너진 상태에서 흑암이 내 영육을 짓누르며 정죄하고 두려움 가운데
고통으로 죽어갈 때, 내가 지금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구
원의 확신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다. 그때 나는 예수님을 찾았다.“예수님 살아
계시면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 데려가 주세요” 누워서 눈도 뜨지 못
한 상태에서 생각하며 구하고 찾을 때 해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8절“자
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 말씀은 한번도 본 기억도 들은 기억도 없는데 어떻게 내 몸에 스며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될 것 같아서 종종 우리교회 얘기도

듯이 들어오더니 갑자기“맞아,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죄

하고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 잊을 만 하

많은 내가 시험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커튼을 열어 젖

면 얘기를 꺼내곤 했다.

힐 때, 들어오는 빛처럼 나를 둘러싼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과 함께‘감

그래서인지 그분들은 다른 건 잘 칭찬을 안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내 모습을 기억하는듯 가끔은 부럽다고도 한
다. 하지만 본인들은 아예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 저마다 하나님께 올인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 모두들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같이 붙잡고 나
아가면 되는데... 안타까운 하루하루였다.
딱히 초대할 만한 큰 이슈가 없어서 시간만 끌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교회에서 새생명축제 날을 정하고 그날을 위해 발
대식을 하며 기도하는 준비과정이 있어서 덩달아 신이 났다.

사’가 넘쳐나며 영육이 회복됨을 체험케 하셨다.
그 후로 그 말씀 의지하며 다른‘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존귀한 생명! 예수님의 보혈로 값 주시고 사신 아버지의 자
녀라는 생각이 들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분이 찾으시는 영혼을 만나 그분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나에게는 설레이는 기쁨이 되었다.
그 만남의 통로였던 직장도 가족을 돌봐야 하는 형편으로 그만둔 후 영
혼들을 만나는 통로를 생활 가운데 찾아야 했다.
오래전부터 기도드리던 친구와 전 직장동료도 만나 VIP로 초대했으나 확

이때다 싶은 것이다. 4명의 친구엄마들의 이름을 VIP 명단

실한 답을 아직 못들어 안타까움으로 새생명축제에 VIP로 찾으시는 한 영

에 올렸다. 그리고 힘을 내어 가장 친한 한 명에게 새생명축제

혼을 꼭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던 두달 전쯤, 손주를 봐주고 있는 딸

날에 강사로 누가 오고 하면서 얘기를 꺼냈더니 흔쾌히 오겠

아이집에 정수기 서비스를 해주러온 홍자매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면서 다

다고 대답해주었다. 용기가 나서 다른 엄마들에게도 적극적으

가가 대화하던 중, 두 어린 아들이 있고 잘 키우고 싶은 안타까움이 있음

로 홍보를 하는 중이다.

을 알게하시며 그 영혼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내 경험을 나누며 자녀 만

너무 교회 얘기로 다가가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분들이 무
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시간을 더 함께 보내야겠다 싶어

큼은 우리 힘으로 안되고‘복음’안에서 키워야함을 인식시킨 후,‘충현뉴스’를
건네주고 교회를 소개하였다.

서 운동도 함께 하며, 만나서 커피도 자주 마시며 더 접촉을

그 후로 계속 그 이름 부르며 기도 드린 후, 밥 한끼 대접하고 싶으니 시

많이 하는 중이다. 그리고 내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간 좀 내어달라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하길래, 새생명축제에 나의 VIP가 되

분들을 기억하시고 꼭 주님의 자녀로 부르기를 기도하는 중

어달라고 기도 드리는데, 아이들 이름도 부르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이다.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 못지않게 주님은 더더욱 안

어 아이들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마자, 기다린듯 두 아이 이름과 남편 이

타까우시리라.

름까지 보내며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까지 한다. 나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그렇다고 새생명축제 날에만 달랑 참여하고 끝나면 안 되는

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

것이기에, 더 깊이 한 생명을 주님께 소개하는 마음으로 하루

새생명축제 그날에 그 가족과 교회와 우리를 통해 새일을 행하실 참 좋

하루 전도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기며 VIP 분들을 위

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드리며 영광을 주님께

해 기도하며 오늘도 함께 운동하러 달려가본다.

돌려드리는 새생명축제 되기를 기도드린다. 찾아서, 전하고, 구하자, 새생명!

사진여행/구역모임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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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관의 사진여행 <39>

모뉴먼트 밸리의 합체 순간

홍기현 집사의

1996년 처음 모뉴먼트 밸리에서 사진촬영을 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 차례 촬영하러 다녀왔다. 그 중에서도 웨
스트 미튼 뷰트의 그림자가 이스트 미튼 뷰트와 합체되는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
지 모른다. 1년 중 단 두차례 3월 말과 9월 초순에만 볼 수 있는 것으로, 해가 지는 각도에 따라서 볼 수 자
연적 현상이다. 하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지는 해 앞에 구름이 빛을 막을 경우에는 이런 사진을 촬영할 수가 없
다. 드디어 지난 9월 10일 저녁 선셋 무렵에 촬영에 성공할 수 있었다.

건강을 지키는 호박찜

차가운 바람이 허리를 스칠 때 고향 어머님이 맛깔스럽게 만들어주시던
호박찜을 만들어 볼까요. CJ에서 올려놓은 레서피인데 참 좋아 소개합니다.
재료(2인분 기준)
단호박 1개, 떡갈비 2장, 피망 1/2개, 양송이 2개, 마늘 2쪽, 청양고추 1개,
카놀라유 1큰술, 피자 치즈 1컵, 토마토파스타소스 1컵
만들기
1. 단호박은 깨끗이 씻어 내열용기에 담
아 전자레인지에서 6분간 익힌다. 떡갈
비는 실온에서 해동시킨다.
2. 단호박 윗부분을 평평하게 잘라 뚜껑을
만들고 숟가락으로 씨와 섬유질을 깨끗
이 파낸다. 피자치즈 1/4컵을 안쪽에 골
고루 뿌린다. 오븐은 180℃로 예열한다.
3. 피망은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양송
이 버섯은 밑동을 제거하고 열십(+)자
로 자른다. 마늘은 편썰고 청양고추는
어슷썬다
4. 떡갈비는 한 입 크기로 자른다.

충 현 뉴 스 2018년 10월호

5. 달군 팬에 카놀라유를 두르고 마늘,
떡갈비를 넣어 중약 불에서 볶다가 피
망, 양송이, 청양고추를 넣어 30초간
더 볶는다.
6. 5에 토마토소스와 남은 피자 치즈의
반을 넣고 1분간 볶아 단호박 속에 채
워 뚜겅을 덮는다.
7. 오븐 팬에 유산지를 깔고 물 1/2컵(1000
㎖)을 부어 단호박을 올린다. 180℃ 오
븐의 아랫 단에서 30분간 익힌다.
8. 단호박을 꺼내 뚜껑을 연 채로 남은
피자치즈를 올려 180℃ 오븐의 가운데
칸에서 치즈가 노릇하게 구워지게 6분
간 더 익힌다

충 현 뉴 스 2018년 10월호

성도 업소 탐방
코웨이 정승연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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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물과 공기가 아닌가
한다.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맑은 물과 공기를 먹고 마시며 살았다면, 현
대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오염된 물과 나쁜 공기에 노출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충현뉴스는 타운내에 널리 알려진 코웨이 정수기와 공기 청정기를 판
매, 서비스하고 있는 정승연 집사를 만나 보았다.
정승연 집사는 4대가 충현선교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손
꼽히는 열혈 가족이다.
집사님의 외할머니는 배차남 권사님, 엄마는 홍춘옥 권사님이고, 4자
매 중 둘째딸 정승연 집사님, 셋째딸 홍주연 집사님 그리고 손녀 딸 에
밀리(고등부)와 쥴리(중등부)가 모두 본교회에 츨석하고 있는 아주 보기
드문 가족이다. 3대가 출석하는 가정들은 30여 가정이 되지만, 4대가
한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은 우리교회에는 2가정 밖에 없다.
산호세에 살다가 LA로 이사 온 후에 같은 직장에 다니던 이미영 권
사님의 3년에 걸친 오랜 설득과 기도로 8년 전에 충현선교교회에 오
게 되었고 그 후로 전 가족이 같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다만 마음
에 부담이 되는 것은 남편이 아직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것이라고
토로한다. 가까운 시일에 정관성 성도님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해 본다.
정승연 집사는 현재 마라나타 찬양대원, 엘피스 율동찬양팀, PTA 전
체 학부모회장의 직분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일이 있을 때
나 VBS가 있을 때에는 며칠씩 몇 백명의 식사를 담당하는 일을 한다.
“봉사라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
각해요. 하는 일이 보람되고 즐거우니까요. 여러 학부모님이 함께 도와
주시니 어렵지 않습니다. 충현선교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의 은혜를 많
이 체험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많이 다듬어지고 있는 중 입니다”
기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많은 봉사 가운데 주방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려워 보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활달한 음성으로 말하는 집사님이
참 좋아 보였다.
정승연 집사는“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나빠져서 90%가량이 정수
기를 쓰고 있어요. 코웨이는 미국 FDA가 승인한 제품이고 4개월마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객 만족도가 아주 높은 제품입니다. 석
회질과 각종 불순물이 99.9% 제거되는 좋은 제품입니다. 정수기 이외에
도 공기 청정기, 샤워에 쓰이는 연수기도 판매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제가 특별히 이 지면을 통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대
형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필터가 자동으로 교체되는 시
스템이니 교인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식당에 3개, 찬
양대 연습실, 3층 길갈실, EM, 교역자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각자 머그를 사용하자고도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회용 컵이 모
두 공해이잖아요”
자신이 선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면서 기자의 질문에 웃음으로 답하는 밝고 좋은 성
격의 정승연 집사. 그녀의 내면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녀의 소원이 이
루어지길 바래본다.				
권경수 기자
●Coway (코웨이) The Water Specialist 정승연 집사: 323-973-3408

4대가 함께 섬기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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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충 현 뉴10월호
스 2018년 10월호
2018년
충현뉴스

장년교육

●큐티카페: 김기봉 목사,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길갈실 (11월 15일까지)
충현선교교회 가
을학기 장년교육 프로그램이
일제히 개강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복
있는 성도의 척도이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야말로 복있는 성도이다. 영의 양식
으로 세속에 대항하는 복있는 성도들이
되자. 이미 개강은 하였지만, 중간에
들어가도 언제든지 환영한다.

●구약의 지혜서

●바이블 동서남북:

김철원 목사, 매주 주일 오전 9:30분, 길갈실 (12월 2일까지)

민금숙 사모, 매주 주일 오후 2시, 도서관 (계속)

●제자훈련, 사역훈련
제자/사역훈련 시간표
반

요일

구분

시간

시작일

강사

장소

사역
훈련

목요일 남,여

오후 7:00

10월 18일

민종기 목사
김기봉 목사

당회실

남

오후 2:00

9월 30일

김현일 목사

한방실옆

여

오후 2:00

9월 30일

이인숙 전도사

다윗홀

여

오전 10:00 10월 4일

주에스더 전도사 새가족실

목요일 여

오후 7:00

10월 4일

김경례 전도사

다윗홀

남

오후 7:00

10월 4일

김종경 목사

새가족실

주일
제자
훈련

* 요일, 시간, 장소는 교회의 사역과 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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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문학산책/35기 충현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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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기 쿠바 충현동산

쿠바에서 사역하시는
현지 목회자 50명 섬기는
은혜의 천국잔치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
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차고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충현동산은 2002년 9월에 제1기를 시작하
여 지금까지 16년 동안 미국 내에서 25회, 해외에서 9
회, 이렇게 총 34회의 충현동산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35기 쿠바 충현동
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10월 30일(화)부터 3일간 쿠바 전역에서 사역

글사랑모임 10월 21일 길갈실 개최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교회(La Iglesia De Cristo) 교
단소속 50명의 현지 목회자들을 모시고 수도 아바나
에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닫혀진 사회주의국가

제13회 가을문학산책에 초대합니다

에서 많은 제약과 통제 속에서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세월이 무심하다더니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10월을 보

의지하고 사역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을 섬기게 되

내고 나면 이제 2018년도 다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지만, 저는 유난히 가을이 좋

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16년 동안 충현동산이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

습니다. 아침의 찬 공기와 맑은 바람, 높아진 하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

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입니다.

헌신과 기도가 모아져 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

이번 가을,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는 시간을 갖고자, 충현글사랑모임에서는

신 귀한 천국잔치가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 길갈실에서 제13회 가을문학산책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살고있는 이곳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반응을 보여

에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척박한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늘어

쿠바 땅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

가고 있습니다.

며 기대합니다. 제35기 충현동산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

특별히 이번 가을문학산책에는 저희

하며 많은 성도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자랑인 좋은 음악인들과 발맞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

추어 시와 수필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

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지는 것으로 Theme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

부디 많이들 오셔서 가을문학의 향

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기와 푸짐하게 차려진 좋은 음식, 성도

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

들과의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

바랍니다. 10월 21일에 뵙겠습니다.

푸시되” (신 7:9)

글사랑모임 회장: 권경수 드림

제35기 충현동산(쿠바)

●제13회 가을문학산책

렉터 정승우

- 일시: 10월 21일(주일) 오후 1시30분
- 장소: 길갈실 (풍성한 간식 제공)

최수지 집사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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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충현한국학교에서는 지난 9월
23일 한국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
이하여 학생들과 함께 추석에 관한
놀이와 행사들을 하였다.
추석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송
편만들기와 부채, 한복, 소고들을
만들며 추석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송편만들기를 위해 떡집에
서 따끈따근한 2가지 색의 떡을
준비하여 아이들이 각자 조물럭거
리며 떡소를 넣어 예쁘게 만들어
보았다.
또한 화려한 한복 모양들을 종이
에 디자인하여 만들어 보며 우리의
전통옷에도 관심을 갖게 하고 아이
디어로 만들어보는 소고도 함께 만
들며 추석행사를 마쳤다.
이선경 기자

충 현 뉴 스 2018년 10월호

교육부

17
중등부 학부모회도 활성화 나섰다
교육부 사역과 행사에 빠질 수 없는 파트가 학부모회(PTA)이다.

학생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봉사는 물론 기도로 또는 사
역자와 교사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8년에 부서별로 학부모회를 활성하는 것이 가장 큰
비전 중 하나이다. 지난해 고등부 학부모회의 활성화를 시작으로 올
해는 중등부 학부모 주최로 바베큐 파티를 시작으로 좀 더 활발한
사역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고등부
를 시작으로 중고등부 학부모회가 서로 협력하여 중고등부 학부모

할로윈 대신 말씀과 찬양…
가을 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들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다른 부서들의 학부모회 구성을 위해 교육부 전체 학부
회가 10월 중에 진행 될 예정이다.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하기를 기
대한다.

				

안지은 기자

교육부에서는 올해 할로윈데이인 10월
31일에 가을 페스티벌과 패밀리 예배로
마련합니다. 지나 아이라(Jana Alayra)
콘서트로 말씀과 찬양으로 가을 전도
축제로 진행됩니다. 이웃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과 함께 참여해
주세요.
■2018 가을 페스티벌·패밀리 예배
장소: 충현선교교회
대상: 영아부부터 고등부학생들
날짜: 2018년 10월 31일(수요일) 오후 6시~9시
문의: (818)549-9191 교육부 Anthony Kim 목사
웹사이트: choonghyun.org
시간
6:00~6:30 pm
6:30~7:30 pm
7:30~9:00 pm

행사내용
등록(Check-In), 간단한 저녁식사
예배, 제나 아이라 콘서트(무료)
카니발: 점퍼, 게임, 슬라니드

장소
KM 본당, 식당
KM 본당
테니스장

유치부 학부모회
지난 9월 16일에는 유치부 학부모회를 통하여 부서의 비전과 예배
등 사역을 소개하고 부모님과 교사가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30여명의 많은 학부모님이 참석하여 유치부 사역에 많은 관심을 보
였다. 전도사님의 기도 중에 “어린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도 감사합니
다.”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다.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넘쳐나는 유치부
에 학부모님들의 기도와 협조가 함께 아름다운 시끄러운 소리로 넘
쳐나기를 바란다.
●교육부 주요 사역
PTA
회장
임원
주요
사역

교육부
정승연
부서별 학부모회
행사별 발렌티어
여름성경학교,
단기선교, 수련회,
언플러그,
부서별 학부모회

고등부
박영미
양선희, 이선경, 양은영
조정벽, 조경선, 정지현
중보기도, 졸업식,
고등부 행사, 수련회,
언플러그, 생일파티,
바베큐 파티, 카톡방

중등부
Jenifer Kim
박정미, 변선미, Chris Lee,
Esther Lee, Jamie Choi
중등부 예배, 중보기도
생일파티, 바베큐 파티
수련회, 언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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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남성이냐 여성이냐’논란
영국 첫 여성주교“하나님을 he로 부르지 말자”촉발
영국 교회 최초의 여성 주교 레이철(Bishop Treweek, Bishop of
Gloucester)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젊은 세대에게 더 쉽게 기독교
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he, 즉 남성 대명사로 부르지 말 것을
주장했다고 텔레그레프 신문은 전했다. 레이철은 인터넷에 보면 하
나님이 백인이고, 남성으로 비쳐져, 간접적으로는 기독교를 백인
남성의 종교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영국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41%가 하나님은

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남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로 묘

성별로 구분이 안되며, 36%는 하나님은 남성,

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단적 이라고 말했다.

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볼 때 하나님이 여성

하나님이 남성인가 여성인가의 논쟁은 2004

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했다.

19%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 다른 여성 주교 베일리(Bailey Wells,

년에도 있었다.

하나님이 여성을 남자보다 못하다는 것은 뜻

bishop of Dorking)도 자신이 설교와 기도를 인

이때 빌리 그래함 복음협회는“하나님이 남

하는 건 절대로 절대로 아니다. 남자와 여자

도할 때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남성이나 여성

성 명사로 불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을 뜻하는 말을 피하고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

서 남성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남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모두를 위해 예수님께

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으로 나타나시는 이유를 명백히 밝히지는

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도 이 땅에

샐리 목사(Revd Sally Hitchener, an Anglican

않았지만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남성적

오실 때에 남자로 오셨다. 또, 재림하실 때에

chaplain at Brunel University)도 영국교회 내

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 보호하

도,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남자의 모습으로 오

에서 하나님을 여성으로 표현하려는 움직임

심, 강력한 힘, 견고한 성, 왕중 왕, 그리고 the

실 것이다.		

전광필 기자

가주, 위탁아동 성전환 수술비 지원법안 통과
강력한 민주당 성향의 캘리포니아 주

무신론자협“경찰복의 문구 제거”요구

정부는 성전환을 원하는 위탁 양육(foster

무신론자협회가 경

care) 아동들에게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찰관 유니폼에 부착

치료비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는 배지의 “하나님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AB2119에 서명

을 위하여”라는 문구

을 함으로써 메디칼(Medi-Cal)에서 합법

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적으로 성전환 치료비를 제공하며 대상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은 위탁 가정 아동들과 저소득층 아동

위스콘신 주에 본부

AB2119는 민주당 타드 글로리아(Todd Gloria) 의원이 지난 2월 LGBT

자협회(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는 오하이오

옹호단체의 지지로 발의한 것인데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체성, 안전과 건

주 경찰관들이 경찰관 제복에 새겨진 문구“For God and

강을 위해 필수적인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ountry”는 위헌이라며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경찰

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을 결사 반대한 내분비 학자 마이클(Michael Laidlaw, an endo-

를 두고 있는 무신론

서(Shelby County, Ohio, Sheriff’s Office)에 전달했다.

crinologist for Sutter Health)은 주 의회 청문회에서 강력한 반대의 입장

편지에서 이 문구는 특정 종교와 하나님을 선전함으

을 표명했다. 성 전환시의 위험성, 예를 들면 여성이 남성으로 변하기를

로 부적절하고 헌법에 위배 된다고 무신론자협회 부회장

원하면 정상적인 남성이 분비하는 남성 호르몬(testosterone)의 80배를 투

Annie Laurie Gaylor는 주장했다.

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는 위험성은 치명적인데 이게 어찌 자라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인지 재고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 기관의 공무원이 특정 종교를 선전하는 것은 옳지

지난 10월 민주당 브라운 주지사는 운전 면허증과 출생 증명서에 남성

않으며, 경찰은 유신론자뿐만 아니라 무신론자가 살고 있

여성 표기와 함께 성전환 치료를 받지 않았어도 성전환자라고 표기할 수

는 세상을 대상으로 선서하기에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

있는 옵션을 추가하는 법안(AB 179) 또한 서명했다. 결과적으로 female,

고 주장했다. 			

male, nonbinary라는 아주 이상한 옵션이 추가된 것이다.

전광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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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는 이야기

리얼아이디 없으면 2020년 10월 1일부터 항공기 못 타
올해 하반기부터 집으로 발송하는 캘리포니아 차량국의 운전면허증
갱신 통지서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

Immediate Attention:
You will need a federal compliant card such as a pass-

기존에는 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를 면허증 유효기간 전에 보

port, military ID, or REAL ID to board a domestic flight

낼 것을 알리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오는 2020년 10월 1일부

or access some federal facilities beginning October 1,

터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연방정부가 발급한 여권이나 군인증,

2020. The DMV started offering REAL ID driver licenses

또는 리얼아이디(REAL ID)가 필요하다고 내용을 알리고 있다.

and ID cards on January 22, 2018. A field office visit is

리얼아이디 발급과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required to apply for a REAL ID.
<가주차량국 웹사이트에서 발췌>

◇리얼아이디가 필요한 이유
2005년 제정된 리얼아이디법에 따라 각 주정부는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방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리얼아이디 규정을 준수한 신분
증을 발급해야 한다. 9·11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신분증을 소지한 것이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방지 강화 새 신분증
가주 올해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때 발급

드러난 후 의회에서 주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 발급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지 무려 15년 만이다.
리얼아이디를 미리 신청해서 발급받지 않으면 앞으로는 뉴욕이나 하
와이에 갈 때도 여권을 들고 탑승해야 한다. 단,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미국여권 등 서류 가지고 DMV 직접 방문해야

동반하면 리얼아이디가 없어도 된다.

온라인 예약도 적체… 기한만료 전에 서둘러야

된 리얼아이디를 발급하고 있다. 앞으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갱

이에 따라 가주차량국(DMV)은 올해 1월부터 연방규정에 따라 제작
신하거나 신청할 때는 리얼아이디를 발급받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고 직접 DMV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리얼아이디
발급으로 업무가 밀리고 있는 만큼 갱신일이 다소 남았더라도 온라인
으로 방문날짜를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지금 온라인으로 방문날
짜를 예약하면 약 3개월 이후 날짜를 보여준다.
◇필요한 서류
연방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사본이나 ▶미국여권·영주권·노동
허가증 사본 ▶입국신고(I-94) 승인이 있는 외국여권 ▶소셜시큐리티
번호 증빙서류 ▶가주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공과금 고지서, 렌트 계약
서,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이름 변경시엔 관련 증명서 사본 등이 필
요하다.
◇수수료
리얼아이디 면허증과 신분증 비용은 각각 35달러와 30달러다. 더 자
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www.dmv.ca.gov/portal/dmv/detail/realid)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
가주의 리얼아이디를 보면 오른쪽 상단에는 가주를 상징하는 곰과

리얼아이디(위)와 일반 면허증. 아래의 일반면허증 상단에는
‘연방 제한 적용(Federal Limits Apply)’이라고 써 있다.

별이 그려져 있다. 반면 일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에는 '연방 제한 적
용(Federal Limits Apply)'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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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본 조기전형 궁금증
12학년들의 대입준비가 한창이다. 아직 SAT시험을 마무리하지 못한 학생들은 지난 주 치러진 10월 시험, 그리
고 다가올 11월 12월 시험에서 최고의 점수를 기대하며 1분 1초를 아끼며 공부하고 있다. 바로 지난 6일 시
험까지가 조기전형이 인정하는 시험 날짜다. 조기전형, 즉 Early Action과 Early Decision은 일반전형에 비해 비
교적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조기 전형을 통해 꿈의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조
기전형에 대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일문일답식으로 함께 풀어보고자 한다.

Early Decision 합격한 경우 재정지원 미흡해도 등록해야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할 경우 학자금 지원을 얼마나 받는 지는 언제 알 수
있는가?
- Early Decision 지원 마감은 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이 날짜는
학자금 지원서 제출 마감날짜이기도 하다. 합격통보 역시 일반전형에 비해 매
우 빠른 12월 중순부터 이루어진다. 대학은 합격통보와 함께 학자금 지원이 얼
마나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려주는 Award Letter 혹은 Financial Package를 합격
통보와 함께 전달한다.
Early Decision은 말 그대로 합격할 경우 등록이 결정된다는 의미. 곧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약속 하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대학측에서 보내
온 학자금 지원내역이 충분치 못할 경우, 학교에 어필(appeal)을 신청할 수는 있
지만 필요한 만큼 지원 받는다는 보장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Early Decision으
로 지원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다.

합격후 입학거부
대학, 위반 통보
추후 지원 불이익

▲만일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한 학교에서 합격통보를 받고도 입학하지 않을 경
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 물론 Early Decision으로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제
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대학에서 학생의 고교 카운슬러에 전화
해 학생이 지원한 다른 대학들을 파악한 후 학생이 Early Decision의 법칙을 위
반한 것을 통보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경우 다른 대학들에서는 물론

Early Action은

합격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추후 다른 대학에 재지

등록의무 없지만

개 대학 모두에서 합격했을 경우 두 대학에 연락해 솔직히 상황을 설명하고 대

합격률 높은 편

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만일 2개 이상 대학에 Early Decision으로 지원했다가 2
학의 처분을 바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법이다.
▲그렇다면 Early Action 대학과 Early Decision 대학에 모두 지원할 수 있는가?
- Early Decision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Early Action으로도 다른 대학에 지
원할 수 없다.
▲Early Action은 합격하더라도 꼭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지 않음에도 일반
전형에 비해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이는 Ealry Actiion이라도 해당대학에 대한 관심이 일반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Ealry Action 합격자들
의 등록률이 일반전형 등록률보다 훨씬 높다.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할 대학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일반전형으로 지원했을 경우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에 있을 정도 수준의 대
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많은 경우 드림 스쿨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
으나 이는 Ealry Decision이 주는 기회를 오히려 버리는 결과를 낳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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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 기니스 저

‘오스 기니스의 저항’

저자 소개
오스 기니스(Os Guinness)는 옥스퍼드대학교
박사, 저술가, 트리니티포럼 선임연구원. 브루
킹스연구소, 윌리엄스버그 헌장협회, 스위스
라브리를 섬겼고, 현대 그리스도교 문명과 철
학의 흐름에 대해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많은 강연을 해왔다.
저서로 [소명The Call], [진리, 베리타스Time
for Truth], [생명: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구
도자의 길Long Journey Home] 등이 있다.

2018년 10월호 충 현 뉴 스

진보 세속주의 맞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은 앞으로 일어날 우리 문명을 파괴하려는 상징적인 재앙과 이에 맞서 싸우며 지켜내
려는 영적전쟁의 승리와 기운을 북돋아주는 격려의 말을 인용함으로 시작한다. 상징적 재앙이
라 함은, 서구문명을 파괴하려는 소위 진보세력과 현대성으로 포장된 세속주의, 점점 세를 불려
가고 있는 이슬람문명과 이를 간과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즉, 창조이래로 이미 기독
교가 극복한 지속적인 이교적 배교적 저항을 극복해 왔듯이 말이다.
이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Impossible man) 11세기 베
네딕트 수도회의 개혁가 피터 데미안(Peter Damian, a Benedictine)을 예로 들며, 이 세상의 온
갖 조롱, 비아냥에도 아랑곳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순수함, 정직함으로 대항함으로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용기와 확고부동한 신념의 푯대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의 기독교
인들에게, 이미 사양길로 들어선듯한 기독교 시대(post-Christian world)를 살아가는‘생각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대항하고 맞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첫째, 서구문명의 현주소는 성경의 뿌리부터 잘라내려 하고 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근대화와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잃어버리려 하고 있다. 그러
므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전례없는 통찰력을 요구한다. 즉 우리보다 더 강력한 힘, 더
뛰어난 명철을 갖고계신 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
둘째, 저자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도
시, 비행기, 원자력 발전소, 상가와 사무실, 자동차, TV, 컴퓨터, 셀폰 등 모든 것과의 싸움이라고
경고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절대성, 도덕성보다는 나의 선택권을 중요시하라고 유혹함
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한다. 하나님을 비신격화 함으로(철학자 불트만의 비신화화) 하나님
의 초자연성을 거부하라고 유혹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모든 영혼이 성령안에서
확실성을 발견하고 자아를 회복하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라는 빛에 비추어 생각하고 분별력을
갖추라는 성경적 근거와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이건 사회적이건 교회적이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되어 우리 개
개인의 영혼에 중심이 되시고, 영원히 홀로 세상의 주권자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
기는 커녕 점점 멀리하게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하고 무시하
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시편 1편 42절)와 같은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자유와 개인선택권
의 이름이란 그럴듯한 포장에 속아 남성 여성도 구별 못하는, 게다가 제3의 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정도로 도덕적 구별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곤경에서 구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시다.
끝으로, 이 책의 결론은 허구한 거짓과 맹공격으로 무장한 무신론자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신 내
모습으로 바꿔 버림으로, 우리도 모르는사이에 우리가 잘못알고 그리워하던 참혹한 모습에 떨어
져 궁핍과 참혹과 가련에 처하게 되었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런 가련함을 되돌리고, 다시 회복
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십자
가에 달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우리의 속성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부터 오
직 은혜로 구속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결론 짓는다.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
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난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고 부딪혀야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
영적인 식별력과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대, 우리의
영적감수성이 무뎌지면 나 자신과 내 가족은 물론 교회, 사회생활, 일터
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의 교활한 영향력의 지배를
받는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과거의 영적실패를
보게하시고, 이 세상에 넘치는 세속적 홍수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우리를 감사와 겸손, 믿음과 소망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한
다. 그리하여 우리가 일어서서 그 어떤 영적 대가를 치를지라도, 밀려오
는 도전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극복할 수 있는 이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에 외치자.
앤소니김<목사>
번역: 전광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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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낙심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

산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알과

이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호렙산으

아세라 선지자와의 영적 싸움에서 완승을

로 갈 것을 명하신다. 호렙산은 모세가 율법

거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다

을 받은 자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열심’과 ‘낙심’은 아주 묘한 상관관계가

음 장인 19장으로 넘어가면 18장의 승리와

이다. 엘리야는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

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열심이 없으면

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

씀과 소명을 받고 일어서게 된다. 그리스도인

사실 낙심할 일도 없다. 하지만, 열심이 있기

에서 낙심하며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의 모

은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열심의 결과가 나의 기대를 충족

습을 발견하게 된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

을 붙들어야 한다.

하지 못할 때 낙심이 생기게 된다.

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아

둘째는 기도이다. 사도바울은 빌립보서에

합왕과 이세벨 여왕까지 여호와께 회개하며

서‘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충실하고, 시간
과 물질로도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

로 모든 일을 아뢸 때’ 그리스도의

는 봉사에 열심히 충성하였음에도 불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가

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

르쳐 준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

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면 낙심이

신 분이시기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찾아오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열

돌아오기를 기대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오히

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열심

심과 헌신은 헛된 것일까?

려 더욱 분에 못 이겨 엘리야를 죽이려 달

히 심은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려드는 이세벨의 강한 위협이었다.

것(갈6:9)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열심

데살로니가후서 3장13절에는 “너희는 선

그렇다면 과연 엘리야의 갈멜산의 전투에

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찾

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룬 위대한 승리는

아올 때 외로움 속에 빠지거나, 자신을 책망

있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

과연 헛된 것이었을까?

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

겨 있다. 첫 번째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선

우리는 당연히“아니요”라고 자신 있게 대

을 행하라”고 하신다. 이 말은 “낙심이 올

답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열심이 헛

수 있으니 선을 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열심도 헛되지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않다는 것이다.

“선을 행하라”는 의미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은 낙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의 열심을 기뻐하
시며,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

별미 맛보며 장년부와의 교제… 청년들에 큰 힘

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희망한다.

지난 9월 15일에 청년부 모두가 토렌스에 위
치해 있는 박정남 집사님의 'Poke Bar' 식당으
로 초청받아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청년부원들을 비롯한 장년부 집사님들이 초
대받아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었습
니다. 하와이안 별미로 한인들에게는 '회덮밥'
과 흡사한 포키는 미소 국물과 함께 곁들어져
시원한 회와 따뜻한 밥의 조화를 한입한입 느
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후에는 박정남 집사님의 댁으로 장소를
옮겨 커피와 과일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
를 나누며 웃음이 끊기지 않는 즐거운 시간
을 보냈습니다. 한 공간에서 성별과 나이에 구
애받지 않으며 충현선교교회의 공동체로서 함
께 한다는 것이 참 즐겁고 감사했던 하루였습
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교제와 나눔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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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enhurst Academy 첫 정기연주회… 그동안 배운 실력 뽐냈다

‘제1회 Edenhurst Academy 정기연주회’가 지난 8월 25일(토) 오전 11시에
초등부실에서는 개최되었다. 토요학교에서 Edenhurst Academy라는 이름으로 새

●Edenhurst Academy Special Class

롭게 시작된지 약 2년여 만이다.

*1:1 KIDS CLASS

성악과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드럼 등의 악기로 참가한 25명의 학생들은
솔로 및 선생님과의 듀엣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부모님과 친지분들에
게 뽐내는 무대가 되었다.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내내 진행된 흥미롭고 감동
적인 연주는 부모님과 학생들 모두에게 뜻 깊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될 수 있
는 시간이었다. 연주회 후에는 푸짐한 식사와 함께 학생 모두에게 기념품이 제
공되어 Academy 축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앞으로 매년 정기연주
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발전된 실력으로, 더 많은 학생들
이 참가하기를 기대한다.
Academy 수업은 어린 아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게 오픈
되어 있기에 나이, 성별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배움에 열정을 가진 사람은 누
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다. 음악 외에도 미술, 영어, 수학, 과학, SAT 반이 있다.
등록문의: 디렉터 오윤정 집사 (818)397-3344, 총무 한은실 집사 (213)8198899 						

“예수님은 누구신가”샤론회 성경공부
9월 초부터 샤론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5주간의 요
한복음에서 나타난‘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주제로 하는 소그룹
성경공부가 시작되었다.
작년에 했던 내용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
가는 내용이라면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따라
질문을 통한 성경발견 학습이라 하겠다.
말씀을 통해 각자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서로 토의하
며 믿음 가운데 더 견고해짐을 본다. 시작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끝날 시간이 가까워옴을 아쉬워하며 풍성한 한
가위의 넉넉함처럼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모든 샤론회
원님들 되시길 소망한다. 		

주에스더 전도사

오윤정 집사

(English+Math)

대상: Kinder _ 1st Grade
금액: 25달러/1Hour

*Computer-Programing (Coding)
대상: 5학년 이상 누구나
일시: 매주 토요일
11시 Beginner Class, 12시 Advanced Class
등록비: 8주에 20달러

*Youth Choir (합창수업)
대상: K-12학년
시간: 매주 토요일 4:30-6:00 PM
장소: 충현선교교회 초등부실
등록비: 8주에 2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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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는 물건 처분하고 건축기금 모으고”

사랑의 물품 바자회 10월 27일 연다
사랑의 물품 바자회가 오는 10월 2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지하주차장에서 열린다. 매년 3회에 걸쳐 열리며(2월, 6월, 10월) 금년
마지막 바자회이다. 많은 성도들의 도네이션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랑의 물품은 성도들이 남은 물건이나 이사를 하는데 필요없게 된 가구
나 옷, 기타 모든 가정용품들을 교회에 가져오시거나 픽업을 요청하면 된다.
판매수익은 전액 건축헌금으로 드려진다.
위원장 서원석 장로는“집집마다 창고에 쌓아둔 물건 가운데 1년 이상 쓰
지 않는 물건은 사실상 필요없는 물건이며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말한다. 기쁨으로 봉사하기 원하는 남자 성도님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의 (323)356-6597 서원석 장로

가정의 회복은 어머니에서 시작된다
LA 43기 어머니학교 10월 8일부터 본교회서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깊
이 만나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할 때 그 가정은 변하
기 시작합니다.
LA 43기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8일, 9일과 15일, 16일에 걸쳐 충현선
교교회에서 열린다.
“진정한 가정의 회복은 어머니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모토로 실시
되는 어머니 학교는 한동대 횃불트리니티 신대원 교수를 역임한 이기복 교
수와 미주 어머니학교 김미라 본부장을 강사로 진행된다.
어머니학교는 성경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여 이 땅의 어머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 가정을 세
우며 궁극적으로는 열국의 어미로서 교회와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비는 120달러.
등록 및 문의: 어머니학교 부스(본당 입구)
하영순 (213)446-6759, 채제니 (213)760-0555

연합전도회, 새생명축제 기념 바자회
지난달 9월 16일에는 VIP를 작정해서 적어내는 날이었다.
이날을 기념하여 6개 전도회에서는 음식과 음료수를 만들어
팔며 전도회원들이 단결하여 바자회를 준비하며 축하의 분
위기를 띄었다. 다음은 전도회장의 소감이다.
김도희 집사: 오래간만에 연합전도회 이름으로 바자회를

●LA 43기 어머니학교

주최했습니다. 11월 11일을 위한 한마음의 잔치였습니다. 풍

- 시간: 10월 8일, 9일(월, 화)
15일, 16일(월, 화) 오후 6~10시
- 장소: 충현선교교회 벧엘실
- 대상: 모든 어머니
- 강사: 이기복(미주 어머니학교 지도목사,
한동대 횃불트리니티 신대원
교수 역임)
김미라(미주 어머니학교 본부장,
주강사)
- 회비: 120불(식사, 교재 포함)

성한 음식들을 준비했으나 특히 부추,야채 부침개는 일찍 매
진되어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서로서로 돕는 연합의 날이었
습니다. 앞으로 새생명축제가 부흥 발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고선영 집사: 새생명축제를 맞이하여 연합전도회 주최로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윤을
남기지 않고 판매했기에 성도님들이 부담없이 구매하셔서 저
희들도 즐거웠습니다. 또한 전도회 홍보효과도 있었던 것 같
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전도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
여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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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등록한 가족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9:40(열린예배)

●

3부 예배

오전 11:30

●

주일학교(교육부)

오전 11:30(영아~고등부)

●

주빌리(장애인사역) 주일 오전 11:30

●

비전청년부

오후 2:00(청년부실)
1부: 오전 9:30

●

대학부

2부: 오전 11:30(EM채플)

허재욱 성도 가정

소그룹 모임: 금 오후 7:00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번호

이름

전화번호

구역

인도자 및 기타

허재욱 성도, 허선우 성도
진영, 준영, 시영

818-631-6038

2.

김재훈 집사, 김혜경 집사
김알렉스(비전청년부)

213-880-8891
213-458-4279

사무엘 4

아들(청년부)의 인도로

3.

박석은 집사

626-400-0936

다윗 8

박희만 집사

1.

1부: 오전 9:30
●

사무엘 8

이건묵 집사

충현선교교회 새가족위원회

영어 예배(EM)

2부: 오전 11:30(EM채플)

주/중/예/배
●

수요 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 예배

매일 새벽 5:30

●

중고등부 금요모임

매주 금요일 7:00~9:00

●

비전청년부 모임

금요일 오후 8:00
(2층 청년부실·비전관)

●

EM 소그룹모임

금요일 오후 7:00

●

중보 기도회

목요일 오전 10시,
주일 예배 도중

●

목요기도회

오후 8:00(목요일)

특/별/활/동
한국학교

주일 오전 9:45(유치부~고등부)

●

어와나

주일 오후 2:00(3세~6학년)

●

충현샬롬대학

화요일 오전 9:00

●

가베와 오르다 교실 토요일 오전 10:00

박석은 집사

김재훈 집사, 김혜경 집사
>> 교 회 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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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월 행사 캘린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6일(토)
7일(주)
11일(목)
13일(토)
19~20일
20일(토)
21일(주)
25일(목)
27일(토)

구역사역자훈련, 전도의날
전도회
피택장로기도회
구역사역자훈련
장로수련회
구역사역자훈련, 당회
가을문학산책
선교기도회
구역사역자훈련,
사랑의물품 바자회
10.30~11.1
제35기 충현동산(쿠바)
10월 31일(수) Fall Festival
10.31~11.5
제5기 세계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