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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정진용 선교사 파송식 지난 12월 23일 성탄주일 3
부 예배시에 페루 정진용, 김가현 선교사 부부의 파송식이
거행되었다. 잉카문명의 핵심지가 복음의 영광으로 변화되기
를 기도하며 선교사 서약과 안수에 이어 파송패가 수여되었
다. 정진용 선교사는 낯설고 어려운 땅이지만 페루의 영혼들
을 사랑하며 사역을 감당함에 성도님들의 기도로 함께 동역
해 줄것을 당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을 다짐
하였다. 오른쪽은 선교사 선서를 하는 정진용 선교사 부부.

이 달의 지면

세계관학교 수료식 제5기 충현세계관학교 수료식이 지난 12월 9일 3부 예배 시 열렸다. 배영수 장로
의 학사보고에 이어 수료증 수여가 있었다. 2018년 10월 31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7번 모였으며 강
사로는 민종기 목사와 내외부 강사들이 강의해 주셨고 21명이 등록하여 18명이 수료했다. 2019년 가
을에 제6기가 열릴 예정이다.

표지사진 본교회 초등부(3학년~5학년,
송사이먼 전도사) 어린이들
이 예배드리는 모습. <사진 양희관 집사>

구역 총회 지난 12월 15일(토) 열린 구역총회는 250여명의 구역사역자들의 참석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말씀과 저녁식사, 시상 등이 진행되었다. 여호수아 전도회장 박정남 집사의 유쾌한 사회로 더욱 분위기
가 고조되었다. (관계기사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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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의 현장

새 얼굴

부흥회, 올해 목회 주제
류준영 협동목사

성탄찬양제, 구역총회

미국사는 이야기 새해 바뀌는 교통법

송년행사

미국의 교육현장 11학년 대입준비
추천도서
게시판

체리 힐 ‘내게 기대렴’
강단 꽃 봉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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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역설로 열어갈 2019년
지셨는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신앙의 가르침 속에는 많은 패러독스(paradox),
즉 역설(逆說)이 있다. 역설이란‘겉으로는 불합리하

복음의 사건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한

게 보이지만 깊이 생각하면 진리가 되는 이야기’를

은유(metaphor)의 형식으로 전파된다. 이 역설적 은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듣는 성경의 가르침은 역설

유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하는 의미심장한 진리와

로 가득하며, 이에 대한 이해 정도는 신앙의 깊이

감동을 전하여 준다. 폴 리꾀르가 말한 것처럼, 생

에 대한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한 은유를 통하여 주어지는“상징은 생각을 일으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8복의

킨다”(Symbol gives rise to thought). 그런데 그리스

내용은 전체가 역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도 사건의 역설이 주는 상징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

온유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그리고 의에 주

람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감격적으

리고 목마른 자의 복 등은 세상의 복과 대조되는

로 전달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역설적 설명이다. 영적인

2018년을 보내고 이제 우리는 소망의 2019년을

파산, 영적인 겸손, 영적인 비애와 영적 굶주림이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충현선교교회가 세워진지 34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가르침은 역설이다. 예

주년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하였다. 이 때에 우

수님은 다음과 같은 역설의 윤리도 가르치신다. “

리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을 생각하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않을 수 없다. 충현 제단은 고 정상우 목사님을 위

야 한다” (막 10:44).“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
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민종기 <담임목사>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도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후 12:10)는 말씀도 역설적 진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설적 사랑 반증

을 관통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내용이 역설이라 해
도 틀림이 없다. 독일의 개혁주의 신학자 위르겐 몰

의 영적 성장과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 은
혜의 역설이다.
개척된 지 4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스스로 가난
하여 지기로 결심하고 선교를 시작하였다. 하나님께

다른 사례이다.
성경의 여러 가르침도 역설이지만, 우리의 믿음

에서 시작하여 복된 장마비를 체험하는 오늘에 이
르렀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기쁨으로 후손들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 16:25).“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마 19:30).

시한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의 장마비 속

선교 30년, 어린이 학교 시작
재정 투입이 부요함 채워질 것

서는 해외의 복음전파를 위하여 낮아진 교회에 얼
마나 많은 풍성함과 부요함을 채우셨는지 모른다. 교
회의 어른들과 자녀들이 선교지에 나가 복음의 세

트만(Jergen Moltmann)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속

계적 확산을 바라보며 동참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

사역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Crucified God)이

을 체험하였다. 이제 선교 30주년을 맞이하여 20여

라는 책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명백한 역설이다. 창
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군림하고, 억압적이며,
위계적인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신 것이다. 그는

”

선교사 가정을 초청하여 선교대회를 가지며 풍성한
영적 추수를 확인할 것이다. 교회 예산의 4분의 1일
을 선교에 투입함으로 가난해진 것은 선교 제단의
부요함으로 다시 채워지는 역설이 되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와 십

2019년을 바라보면서 당회는 두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하나

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까지 자기를 포기하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는 우리의 자녀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어린이 학교(Day Care Center)를

우리를 향한 은혜로운 역설이자 위대한 역설이다.

시작하려는 결정이고, 앞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자체적으로 감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영화롭

당하기 위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모든 결정

고, 빛나며, 권위 있는 존재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 현재의 재정적 핍절함에도 불구하고 후대들을 위한 투자이다. “차

는“섬기는 왕”(Servant King)이 되셨고,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비참하

세대를 위한 자유”(Freedom for the Next Generation)라는 모토를 가지

게 죽어간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역설이다. 예수께서는 군림하는 왕

고, 우리 교회는 자유로운 교육공간으로 자유로운 교제의 공간으로 자

이 아니라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 되었으니 말이

유로운 예배의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다. 현재의 우리 세대가 선택한

다. 그 왕은“제사장인 왕”(Priestly King)이신지라 자신을 제물로 십자

제한과 핍절은 미래 세대의 자유와 부요함을 얻게 되는 역설을 추구

가에 드리셨다는 것은 영광의 제사장적인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낮아

하려는 것이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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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이 체험한 해돋이
내가 만일 영화감독이라면 나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영화로 만들

솔로몬은 그가 다양하게 경험한 삶의 실상과 허상을 그의 인생의 황혼기

고 싶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고달픈 이민자의 삶과 닮았기 때문이다. 그는

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고향을 떠나 험난한 20여년의 타향

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1:2)

살이 끝에 아내들과 자식들도 얻었고, 이제는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
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최대의 걸림돌은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따라오

새해를 맞아 헛됨의 복음을 말하는 이유는 희망차게 맞이한 2019년이 우
리의 삶에서 헛되지 않은 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이다.

는 그의 형 에서였다.
토마스 칼라일은“역사란 영원을 배경 삼아 태양을 램프로 삼아 시간이라
브니엘의 찬란한 새 아침을 맞으며

는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거대한 연극이다”라고 말했다. 일정한 대본 위에서

결국, 에서와의 만남은 운명처럼 다가왔고,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딪히

바뀌는 배우들처럼 우리 모두는 2019년이라는 시간의 무대 위에 서있다. 새

게 되었다. 인생은 누구나 절대고독과 절대절망에 홀로 남아 있는 때가 있다.

해가 되면 해돋이로 유명한 곳으로 몰려가는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시간적

이때 야곱은 홀로 얍복강 가에 남았다. 그 절망의 밤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

으로’ 새롭게 보는 것이지만, 우리는‘질적으로’ 새로워진 새해를 맞이할 필요

와 씨름하였고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

가 있다. 왜냐하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이다.“해 아래에는 새 것이

자는 결국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의 환도뼈는 위골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야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

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이스라엘(하나님과 겨룬

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1:9-10)

자)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 이 밤에 그는‘질적인 변화’
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
다. 야곱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face to face) 대면하여 만난 후에, 그곳 이
름을‘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하였다.

이 세상의 것은 항상 낡아지고 없어져 간다.“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8:13)
우리가 새 집을 사고 새 차를 사고 좋아하는 것도 잠시 잠깐 일뿐…
낡아지는 것에 대한 페이먼트 걱정만 남을 뿐이다. 솔로몬의 경험으로는 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다

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다. 기한이 있고 끝이 있

내가 영화의 클라이막스로 삼고 싶은 대목은 바로 이 장면이다.

고 없어져가는 이 세상의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쾌락의 헛됨을 고백하고 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
라” (창32:31)

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것
들을 창조하신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인상 깊은 일출은 얍복강 가에서 야곱이 체험한 해돋
이 장면일 것이다. 삶의 전환점에서 야곱은 밤새 필사적인 투쟁으로 몸부림
쳤고 어느새 날이 훤하게 밝아오고 주님은 그를 만져주셨고 또 고쳐주셨다.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찬란한 아침해가 솟아오르는 장면은 우리가 결
코 놓칠 수 없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과연 새로운 것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
내주셨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
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5:17)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에게 밝은 해가 솟아올랐다. 그러나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태양 아래 있었고 절뚝거렸으나 그에게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해 아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보좌에 앉으신 이
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21:5)

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 하나님의 빛 아래 있는 자들은 다리를 저는 자들이
다. 빛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온전치 않다. 하늘에서 비치는 빛 아래에

태양은 새 것을 만들어 줄 수 없다. 시간도 새 것을 만들어 줄 수 없다.

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태양 아래에서 내가 온전하다고 착각할

새 것이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낡아

뿐이다. 감동적인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영화는 끝이 났다. 그러나 우리의 새

질 뿐이다.

로운 2019년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우리가 살면서 애지중지 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다 버려야 하는 것들일
뿐이다.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는“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하시다” (히13:8)는 사실이다.“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인류의 시작은 ‘빛’이 있음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태양빛도 달빛도 아

지지 않는다” (마24:35)는 사실이다.“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

니었다.

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요일2:17)는 사실이다.

태초에 이 세상은 진리와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 시작되었다. 태양은 2019
년에도 여전히 동쪽에서 떠오르지만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움이 가득하
게 되었다.

야곱이 체험한 브니엘의 찬란한 태양이 영광의 빛과 함께 우리 모두의 삶
에 경험 되어지는, 질적으로 새로운 2019년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충 현 뉴 스 2019년 1월

사역의 현장

2019 목회주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목회 주
제로 달려온 2018년에 이어 새해에는 이사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뜻을 이루는 새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49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약속의 근거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로 삼아“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기업을 일으키시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자유

믿음의 선언을 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명 및 실천 사항을

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각자에게 허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

신년부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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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득훈 목사 초청 1월 10일부터

2019년 신년부흥회가 오는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
대표인 박득훈 목사(사진)를 강사로 모시고 열린다. ‘복되도다, 그대들이여’라
는 주제로 열리는 신년 말씀잔치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시어 새해를 알차
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신년부흥회
•일시: 2019년 1월 10일 (목) - 13일(주일)
•주제:『복되도다, 그대들이여』(마태복음 5:1-12)
-부제: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사람들
•강사: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1월 10일(목), 11일(금), 12일(토) 같은 시간에
어린이 부흥회가 있습니다 (장소: 유년부실)

를 바란다.
(1)개인과 가족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
로 덧입게 하라.
(2)어린이와 교육부,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
오게 하라.
(3)선교 사명을 감당함으로 열방의 빛이 되
도록 하라.

12개 교구 97개 구역
대심방 22일부터 시작
2019년 새해는 1월 2일(수)부터 열흘
간 신년 헤브론경건훈련(특새)을 시작으
로 신년부흥회(10~13일), 구역사역자 전
체 기도회(19일)로 영적인 터 다지기가
이어진다.
그리고 나서 22일(화)에 대심방이 시
작된다. 새해에는 12개 교구 97개 구역
으로 출발한다. ▲요셉/사무엘/엘리야/다
니엘교구-김주원 목사, 주에스더 전도사
▲갈렙/베드로/야고보/요한교구-김기봉
목사, 김경례 전도사 ▲다윗/마태/마가/
누가교구-김종경 목사, 이인숙 전도사가

▲신년 헤브론경건훈련
•일시: 2019년 1월 2일 (수) - 12일 (토) 오전
5시 20분
•주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사야 49:510)
•강사: 민종기 담임목사, 박득훈 목사, 정진용 선
교사(페루), 부목사

각각 한 팀을 이루어 담당한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회 방침인 『대
심방』의 목적은 매년 하나님께서 새롭
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올해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
사야 49:5)이라는 주제를 가슴에 새기
며 온 성도님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
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
시리라 믿는다.

●2019년 신년부흥회 일정
일시
10일(목)
11일(금)

시간
주제
저녁 7:30
“진실하게 부서진 사람” (마 5:1-55)
새벽 5:20
“모든게 희미해도 사랑은 또렷하다” (고전 13:8-13)
저녁 7:30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 (마 5:6-8)
12일(토)
새벽 5:20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행 7:54-60)
저녁 7:00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고난 받는 사람” (마 5:9-12)
13일(주일) 1, 2, 3부 예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 (갈 6:11-18)
*제직훈련 주일 오후 2:00 “참된 교회 - 가난한 교회, 저항하는 교회”

연례 행사처럼 억지로 숙제하듯이 받
는 심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기대하
는 대심방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
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사야 49:5b)

김종경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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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 선교지 l 볼리비아

남미의 고지‘볼리비아’품을 예비하신 선교사를 보내주소서
A. 일반 정보

D. 정 치

육지로 둘러싸인 볼리비아의 정식명칭은 볼

1994년에 개정된 바 있는 1967년 볼리비아

리비아 공화국이며 독립운동의 영웅 시몬 볼

헌법에 따르면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을

리바르(Simon Bolivar)의 이름을 딴 것이다. 볼

보장한다.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힘이 강해, 의

리비아는 남미에서 가장 높고 또한 가장 고립

회는 정부에 끌려 다니곤 했으며, 의회의 역할

된 중남미의 공화국이다.

은 대개 정부가 주도한 입법을 토론하고 승인

볼리비아는 또한 가장 인디언이 많은 나라

하는 데 그치곤 했다. 1995년 행정권 지방 분

로 인구의 45%는 아직도 전통적인 인디언의

산법에 따라 볼리비아의 9개 주는 더 많은 자

가치와 신앙을 보존하고 있고 남미에서 가장

치를 누리게 되었다. 산타크루스 주에서 자치권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다.

을 요구하는 긴 시위 끝에 2005년 12월 18일

헌법상의 수도는 인구 17만 명의 수크레(Su-

첫 주지사(prefecto) 민선을 치르게 되어 주 지

cre)이고, 정부와 국회가 있는 행정 수도는 인

방자치는 더욱 신장되었다. 볼리비아의 도시와

구 150만 명의 라파스(La Paz)로 3,600m 고지

읍은 직선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끈다.

에 위치해 있다. 수크레는 도시 전체가 1991년

국토 동부의 타리하 주, 베니 주, 판도 주,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산타크루스 주는 때론‘반달’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기 때문이다. 이 지
역은 보수 정치 세력이 강하며, 화석 연료 자

1. 정식국명: 볼리비아 다민족국(Estado Plurinacio-

원이 풍부하다.

nal de Bolivia) [2009년 2월 볼리비아 공화국
(Republica de Bolivia)에서 국명 변경]

E. 문 화

2. 위 치: 남아메리카 중앙부
3. 면 적(㎢): 1,098,580 (한반도 면적의 5배 크기),

볼리비아 내의 음악적 전통은 지역마다 독

4. 수 도: 라파스(La Paz, 행정수도, 인구 150만

특해서 황량한 알띠쁠라노에서 나온 안데스산

명, 3,600m~4,100m 고지), 수크레(Sucre, 헌법

맥의 음악들은 어느 정도 귓가를 맴돌며 떠나

수도, 인구 17만)

지 않는 슬픈 느낌인데 반해 따뜻한 따리하
(Tarija)의 음악은 신기한 악기들 덕분에 훨씬

5. 인 구: 11,000,000명 (2017년 추정치)
6. 인 종: 백인-인디오 혼혈(메스티조) 40%, 아이마
라 25%, 케추아 20%, 백인 15%
7. 언 어: 스페인어(61%), 아이마라어(25%), 케추아
어(20%) 등 총 37개 언어가 공용어
8. 종 교: 가톨릭교(76%, 신헌법에 따라 국교는 없
음), 복음주의(17%),
9. 독립일: 1825년 8월 6일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원기 왕성한 곡조를 지닌다.

극단적인 지리적 변화로 인해 볼리비아에는

다른 민속 예술들로는 방적이나 직조 같은

다양한 기후 변화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온

것들이 있으며 이들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도는 시원하며 우기는 국토 대부분에서 11월

보이지만 지난 30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에서 3월 동안 이어진다. 저지대의 날씨는 덥

계승되어 왔다. 공식어는 스페인어이지만 겨우

고 햇살이 많이 비치며 종종 폭우가 내리면

60-70%만이 실제로 스페인어로 말하며 때로

모든 것이 시원해진다.

는 제2의 언어로 여긴다.
대략 볼리비아 인구의 76%가 가톨릭을 믿

10. 국가원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

C. 약 사

지만 시골지역에는 신부가 없기 때문에 기독

유럽 식민지배 이전에 볼리비아 영토는 콜럼

교 신앙과 잉카나 아이마라 신앙이 합성되는

버스 이전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잉

것을 볼 수 있다. 기독교와 민간 신앙이 합

B. 지리 및 기후

카 제국의 일부였다. 16세기에 스페인 제국이

쳐진 종교는 흥미로운 교리나 의식, 미신 등

볼리비아는 페루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

이 지역을 정복했다. 스페인 식민 시대에 이

이 응집되어 있다. 볼리비아의 음식은 고기음

라질, 칠레 사이에 끼어 남미 중앙에 위치해

지역은 “상부 페루” 혹은“차르카스 (Charcas)”

식이 대부분으로 쌀, 감자, 썬 양상추 등과 함

있다. 남미대륙에서 다섯 번째 큰 나라이며 대

로 불렸으며, 스페인의 남아메리카 식민지 대

께 나온다.

략 프랑스와 스페인을 합친 것 정도의 크기이

부분을 포괄하는 페루 부왕령의 통치를 받았

다. 볼리비아는 국립공원 체계가 훌륭하지만

다. 1809년에 독립을 선언한 후 1825년 8월 6

아마존 유역의 저지대를 잠식해 가는 정착민

일 공화국을 세우기까지 16년간 전쟁을 벌였

의 증가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지역의

다. 이 나라의 이름은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

광물, 농업, 목재 자원의 광대한 양 때문에 볼

르에서 나왔는데, 그는 정치적 불안정, 독재, 경

리비아 정부가 환경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

제적 어려움과 싸웠다.

(2006.1.22 취임, 임기 5년)
11. 통 화: 볼리비아노(boliviano)

F. 기도 제목
1.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사님 가정과 만
남을 허락하소서.
2.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교 사역을 발견
케 하소서.

충 현 뉴 스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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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선교지 후원 지역 안내
선교지

선교사

지역장

구역

과테말라

안명수, 이상희 선교사

백명흠

누 가 1-4

몽골

천강민, 이정희 선교사

이호영

누 가 5-8

미국

최천용, 최영숙 선교사

이현욱

마 가 1-4

서남아시아

김바나바, 현희정 선교사

권상엽

마 가 5-8

캄보디아

김정룡, 성정숙 선교사

이상철

마 태 1-4

에콰도르

김성태, Alejandra 선교사

윤현선

마 태 5-8

베트남

박타이거, 김명희 선교사

박희만

요 한 1-4

C국

박민권, 김명애 선교사

유태수

요 한 5-8

구역별로 맡겨진
선교지와 선교사 위해
기도와 지원을...

인도

이승용, 이애정 선교사

임용재

야고보 1-4

A국

배다윗, 배리브가 선교사

현영수

야고보 5-8

대만

최규환, 최경애 선교사

정지홍

베드로 1-4

부터 선교사를 파송한지 30주년이 되는 뜻깊

2019년이 밝았다. 금년은 본교회가 1989년

멕시코

이동준, 이숙희 선교사

조일남

베드로 5-8

은 해이다. 그러면 내가 속한 구역은 어느 선

필리핀

고영집, 고순영 선교사

홍기열

다니엘 1-4

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와 지원을 감당해

우크라이나

주종훈, 이상예 선교사

이진형

다니엘 5-8

야 할지 알아보자.

스페인

남사현, 이현진 선교사

김기은

엘리야 1-4

2019년에도 12개 교구에 속한 24명의 지역

러시아

김문일, 김성숙 선교사

손성호

엘리야 5-8

장 그리고 97개의 구역들이 맡겨진 선교지와

방글라데시

이웅재, 인미경 선교사

조경식

사무엘 1-4

선교사들을 위해 수시로 선교지의 정보를 교

인도네시아

송영환, 조수현 선교사

김만수

사무엘 5-8

환하고, 선교사들의 편의를 돌보고, 구역모임

태국

이노웅, 이은아 선교사

박봉길

다 윗 1-4

때마다 맡겨진 선교사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

페루

정진용, 김가현 선교사

홍창화

다 윗 5-9

해야 하겠다.

새 선교지 볼리비아

김용남

갈 렙 1-4

총체적복음학교, 터키, C국(2곳) 김바나바, 유영택, DS 강 선교사

이동이

갈 렙 5-8

우간다, 태국, 미국(원주민)
창조과학회,

김성환, 김바울, 차성진 선교사
이재만, 박성규, 이다윗,

배석태

요 셉 1-4

케냐, 동북아(2곳)

이윌리엄 선교사

황도성

요 셉 5-8

선교사 새해인사
최천용 선교사

새

구역들의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선교사
들에게 힘과 능력이 전달될 것이다.

해를 맞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축복입니

깊은 실망에 빠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이며 삶의 동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켜 그 분을

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 슬픔을 기쁨으로 돌릴

향하여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기

수 있는 기회이며 더 좋은 삶을 설계할 수 있

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신 두

는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팔을 벌려 우리를 품으시려는 분이심을 저는

2018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회한에 젖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시작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두가 허물이 많기 때문

하고 달릴 수 있습니다. 2019년이 바로 이 시

입니다. 서로의 관계와 자신에 대한 기대에 있

점이며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어서도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

도약의 발판입니다.

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보답은 정말 형편이

새해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과 원동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바랄 수

력이 살아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분을 의

그러나 2019년이란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묻

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이

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

는 반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다시 나

하느냐” (요한복음 21:15-17)

를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동기이기 때문입니

시몬 베드로에게 반복하여 물으시는 예수님,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다. 삶에 기회와 동기가 없다면 사람이란 살

베드로의 반전,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

아 움직이는 생명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존재

대하시며 물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을 듣고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

서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지만

를 기도드립니다.

C over S 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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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예배팀 봉사자들

2019년 1월 충 현 뉴 스

예배위원회

2부 예배팀 봉사자들

2019년 희망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새로운 도화지를 받은 어린 아이들처럼 또 다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고 각오를 다짐하며 한 해를 설계한다. 모두들의 소망은 여러 가지 다른 색을 띠고 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헬스장을 가기로, 혹은 금연과 금주를 목표로, 또한 학생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결심한다. 신
앙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자고 신년기도회로 모이고 새벽기도회를 연초에 다니기도 한다.“마음은 원이오되 육
신이 약하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세상을 살고 또 그냥저냥 신앙생활도 한다.
그러나 올 한 해는‘예배에 성공하는 해’로 목표를 잡는 것은 어떨까.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간단한 명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어쩌면 더 명확하고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예배를 본다”라고 말한다. 예
배는 친구의 얼굴을 대하여 보는 의미와는 다
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능자와 만나
는 시간이다. 예와 질서를 통하여 회중이 하
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세상에서 지
은 죄를 웬만하면 털어 버리고 교회당에 들어
올 일이다.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두렵
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만
나야 할 것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와 응
답’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까
운 친구로 혹은 아무 소원이라도 말만하면 들
어 주는 요술 방망이 정도로 격하 시키는 신
앙생활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간과하

예배 부위원장과 1부 예배팀장으로 섬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가짐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올해를‘예배에 성공하는 해’
로

배는 의미가 없다. “오늘 설교 좋았어?” 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그렇다. 그냥
되는 일은 아무 곳에도 없다. 주일 예배시간에
맞추어 교회를 들어서면 먼저 와서 우리를 반
갑게 맞아주는 성도들이 예배위원들이다. 어떤
이들은 새벽 5시부터 주보를 접고 간지를 끼
우는 일을 하기도 한다.

전체를 살핀다. 강대상을 살피고 좌석 사이를
살피며 정리가 잘 되어있는지 둘러보고 아침
드린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김인철, 안
병성, 주철규 장로님등 여러 위원장을 거쳐 봉
사하면서 신앙이 많이 성장하였고 성도님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성공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도록 예배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라고 말한다.
예배 부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정지석 집

*예배위원회 임원 조직
▲위원장: 김정기 장로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부위원장: 박봉길 집사, 정지석 집사

것이었는지,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렸

▲총무: 김형일 집사

는지 조용히 자문 해볼 일이다.

▲1부 예배팀장: 박봉길 집사
▲2부 예배팀장: 정인규 집사

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더 넓은 의미

▲3부 예배팀장: 김기은 집사

에서의 공동체로 영역을 넓혀 볼 수 있다. 엄

▲수요예배팀장: 김형일 집사

마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청소하

▲담당교역자: 김종경 목사, 이인숙 전도사

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가족 상호간의 교제

년 이상이 되었다. 먼저 기도를 드린 후 본당

사는“존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돕는

질문도, 오늘“찬양 좋았어?”라는 질문도 하지

가정이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곳

회에 도착한다. 벌써 이 사역을 시작한지 15

7시 30분에 시작하는 중보기도팀에서 기도를

를 나눈다.

며 살고 있다.
감격 없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

박봉길 집사는 매 주일 아침 6시 반이면 교

예배부에서 2003년부터 15년 넘게 섬길 수 있
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하
지만 모든 성도들께서‘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되었
으면 합니다. 함께 예배부에서 섬기시는 동역자
님들께 예배를 위해 수종 들며 봉사할 수 있
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동
역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예배위원회 임원들은 예배당의 청결
과 정리정돈, 마이크 세팅, 강단의 문을 열어
환기 시키기, 헌금함 옮기기 등 일일이 열거

충 현 뉴 스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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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 받는 예배를 위해
이것만은 지키자
▲시간 엄수하기
예배 시간 10분 전에 미리 나오는 습
관을 갖자.
10분간의 여유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
잘 준비된 예배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3부 예배팀 봉사자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갖기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치 처음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설레임으로,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간절히 은
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자.
▲예배에 집중하기
예배 중에는 핸드폰은 진동모드 혹은
전원을 끄고
카톡이나 문자, 검색 등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하지 않도록 한다.
▲예배에 참여하기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다.

1부 예배전 봉사자 기도모임

묵도부터 찬양, 기도, 설교, 봉헌, 축도

중보기도로 시작, 청소, 환기까지

드 되는 충현선교교회 공동체의 한분 한

세세한 점 하나하나 체크

간절히 기원합니다”라며 예배의 마음가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도와
“축도까지 목숨 거는 자세 예배를”

분이 되시기를 예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을 강조한다.

짧은 시간에도 다음 예배 준비로 동분서주한다.
2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정인규 집사는 “교
회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영적주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에너지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 이
기에 우리는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대해서 최상
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라며 예배의 중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기
앞자리와 가운데 자리부터 앉도록 하
여 늦게 참석한 성도들의 편의를 돕
는다.

그들은 주일 1, 2, 3부 예배, 새벽예배, 수
요예배 및 부흥회 및 특별하게 드려지는 모
든 예배가 원활히 드려지도록 오늘도 최선

할 수 없는 사소한 일까지 예배와 예배 사이의

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자.

▲성전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각자의 소지품이나 주보, 쓰레기 등은
각자가 잘 챙기도록 한다.
▲축도 받기

을 다하고 있다.
주일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

그날 예배의 마무리인 축도를 꼭 받

남이 있기를 간구하는 예배 중보기도팀들

도록 한다.

의 기도와, 예배순서 하나 하나에 조그마한

유종의 미는 예배에도 꼭 필요한 일

실수나 오차가 없도록 마음을 다해서 준비

이다.

하는 예배위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축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의 형식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와 축복을 사모하자.

위로와 칭찬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
새해에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예배에 목숨 걸기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다.

또한 3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은 집사

우선순위가 되게 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는 거룩한 열망

는“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

을 산다면 예배가 살고, 개인과 가정이 살

을 가지자.

럼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

고,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는다.

요성을 강조한다.

억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각자의 신앙이 업그레

권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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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얼굴 l 류준영 협동목사

성도의 글

교회의 향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여덟 번째
로 교회를 옮기게 된 저는 충현선교교
회에 신앙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디
를 가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동
일하신 분이시지만 각 교회마다 나름
의 특성이 있고, 성도들의 모습과 향기
가 달라서 교회를 정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낯가림이 심한 제가 충현
선교교회에 안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부에 살다가 이사 온 저는 충현선
교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웃는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맞아주시는 여러 성도
님들의 모습은, 마치 제가 오래전부터

교회의 사회적 역할 강조‘공공신학 권위자’

충현선교교회에 다니고 있던 사람인
것처럼 저에게 편안함과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몇몇 교회를 방문해

■ 류준영 협동목사는 누구
“이민교회 개교회 중심 탈피
공적 영역서 말씀 실천해야”
지난 12월부터 류준영 목사가 본교회 협동
목사로 임명되었다.

최근에는 저서‘한국 초대 교회 공공신학’을
펴내어 공공신학에 매진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개신교 특히 한인 이민교회
에 약화된 공적 영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
민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
는지, 한국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공적 영
성을 통해 그 대안을 찾아보는데 초점을 맞

류준영 목사는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보았지만 섬길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
았고, 말씀에 갈급했던 저는 우리 교회
에서 몇 번의 방문과 예배를 드린 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감격
과 감동과 감사가 다시 살아났고 설교
말씀이 저의 삶속에 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누가 2구역 식구가 되
어서 구역식구들과 함께 매일 중보기

추었다.

졸업하고 1991년 유학생으로 미국에 오게 되

그는 “최근 한국교회는 말씀은 넘쳐나지만

도 나눔을 통하여 기도응답을 받으며

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풀러신학교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적은 것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서 목회학 석사를 마친 후 평소

이 문제”라며 이는“공적 영역의 책임감 회

있습니다. 샤론회모임 또한 저에게 또

관심이 깊었던 공공신학을 연구

피와 상실에 기인하기 때

다른 돌봄과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주

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이며 이기심과 개교회

고 있습니다. 저는 또 우리 교회 안에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전

중심적인 존재방식에 익

있는 도서관을 주일마다 이용하고 있

도사와 부목사로, 성신장로교회

숙하기 때문”이라며 “하루

습니다. 많은 신앙서적을 비롯하여 지식

(현 새찬양교회)에서 설교목사

속히 교회가 개교회주의를

과 지혜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로, 글렌데일 한인장로교회에

넘어서 이웃에 사랑을 실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충현선교교회에서

서 5년간 담임목사로 섬겼다.

하면서, 이 땅에 모든 교회

저의 신앙이 더 성

지금은 미국장로교 (PCU-

가 공적인 하나님나라를 목

숙해 가기를 원합

SA)소속 목사로 현재 공적신

적으로 작동해 나갈때, 세속

니다. 하나님을 더

학실천센터를 설립하여 대표

화 시대에서 교회가 세상 속

알아가고 닮아가는

로 섬기고 있다.

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

사람이 되기를 소

LA County Sheriff Dept

당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모든

망합니다. 저를 오

에서 RN으로 근무하는 류

공적 영역에서 크리스천의 책

늘까지 인도해주신

민경 사모와 약학을 전공한

류준영 목사의 저서‘한국 초대

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강

하나님 아버지께 감

두 딸 류진과 류선이 있다.

교회 공공신학’ /CLC/216면

조하였다.

사를 드립니다.

조성숙 집사

2019년 1월 충 현 뉴 스

사진여행/구역모임 요리

12

양희관의 사진여행 <42>

요세미티 빌리지의 설경

2019년 우리 교회 달력 1월에 나오는 눈 내린 풍경, 이른 아침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4X4 SUV 차량에 스노우 체인을 해야만 파크 레인저가 공원 출입을 허가해 줄 정도로 밤새 많은 눈이 내
렸다. 너무 미끄러워서 빙판길에서는 아주 조심해서 천천히 운전한 끝에 요세미티 빌리지로 들어가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었다.

김도희 집사의

간장떡볶이

벌써 2019년이 시작되었네
요. 새해에 떡국은 잘 드
셨나요?
명절에 남은 떡국떡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아주 아주 간단한 ‘간장
떡볶이’
를 소개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어서요. (복잡하
면 잘 안하잖아요? ∧∧)
▲재료
떡국떡, 간장, 참기름, 설탕, 고추가루, 깨소금, 마
늘 갈은 것, 다시다 조금.
▲만드는 법
1. 후라이팬에 먹을 만큼의 떡국떡을 덜어서 물을
넣고 살짝 끓여줍니다.
2. 물을 버린 후 양념을 다 같이 넣은 후, 저어
줍니다.
3. 맨 나중에는 깨소금을 뿌려주세요.
** 취향에 따라 파나 양파, 버섯 등을 올려주셔
도 좋습니다.

충 현 뉴 스 2012년 1월

구역특별상

구역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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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속 구역장

분봉 구역장

당신의 섬김으로 아름다운 구역모임
구역사역자들의 연말 큰 잔치인 『구역 총

사, 레크리에이션, 시상 및 비전 캐스팅, 합심

회』가 12월 15일 (토) 저녁 6시부터 9시까

기도로 진행되었다. 한 해 동안 믿음과 충성

지 2층 벧엘실에서 250여명의 구역사역자들

으로 구역 사역을 감당해 온 모든 구역사역

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새로운 힘으로 충전

예년에는 교회 식당에서 모였는데 올해는

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감사와 생명, 그리

장소를 벧엘실로 옮겨 더욱 알찬 행사가 이

고 축복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선물인 쌀 한

루어졌다. 교구위원회 임원들의 철저한 준비

포대를 참석한 모든 구역사역자들에게 증정

와 일사불란한 섬김, 한층 업그레이드 된 데

하였다. 우리의 상급은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코레이션, 안정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SOL

받게 될 것이지만 수고하신 사역자들을 선정

찬양팀과 함께 드린 찬양에 이어 전선홍 교

하여 시상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고, 비

구위원장 장로님의 기도와 담임목사님의 “나

전 캐스팅 시간에는 담임목사님께서 내년의

를 능하게 하신 예수” (디모데전서 1:12~17)

사역 방향을 선포하고 함께 합심기도로 마무

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된 예배와 저녁 식

리 하였다. 		

김종경 목사

●2018년 구역 총회 시상자 명단
▲교구특별상(구역사역자 훈련모임 최다 인원 참
석 교구): 베드로교구
(주 평균 참석인원 17.5명, 교구전체 평균 7.7명)
▲구역특별상(구역모임 횟수 최다 구역):
다니엘 6구역(46회), 베드로 7구역(46회),
마가 7구역(23회)
▲구역사역자 훈련모임 개근상(25명)
▶요셉교구: 전선홍 장로, 오덕선 권사, 장기비 권
사, 장경수 집사 ▶사무엘교구: 이희영 집사 ▶엘리
야교구: 김중식 장로 ▶다니엘교구: 김윤상 권사 ▶
갈렙교구: 홍종화 장로, 김용남 집사 ▶베드로교구:
김향로 장로, 김소영 권사, 김태열 집사, 김복선 권
사 ▶야고보교구: 김명석 장로, 김명숙 권사, 윤신
근 권사, 김영애 권사, 이선애 권사 ▶요한교구: 박
희만 집사 ▶다윗교구: 이정우 장로 ▶마태교구: 신
윤길 장로, 이상철 집사, 이정숙 권사 ▶마가교구:
김인철 장로 ▶누가교구: 윤경희 권사
▲장기 근속 구역장(4명) *최근 15년간 기록
-이정우 장로(다윗 8구역장, 다윗교구장) 14년
-김혜정 권사(엘리야 6구역장) 14년
-이상율 집사(누가 1구역장) 13년
-임영신 집사(사무엘 3구역장) 12년

개근상

▲모범구역장
요셉 7구역장: 주명희 권사
사무엘 6구역장: 이희영 집사
엘리야 3구역장: 김승희 집사
다니엘 3구역장: 홍성자 권사
갈렙 7구역장: 남성호 집사
베드로 1구역장: 권영신 장로
야고보 1구역장: 김명숙 권사
요한 8구역장: 최옥숙 권사
다윗 3구역장: 채제니 집사
마태 6구역장: 최영숙 권사
마가 4구역장: 이희건 장로
누가 7구역장: 이캐더린 집사
▲분봉구역장
갈렙 3구역장: 최영환 집사
마태 2구역장: 이정숙 권사
마태 7구역장: 유경희 집사

모범구역장

14

성탄찬양제

2019년 1월
2019년 1월 충 충현현뉴 뉴스 스

송년행사

충현뉴스 300호 기념 충현뉴스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8일(토) 오전 11시에

샤론회 샤론회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8일 (토) 오후 5시 김상표 집사댁에

발간 300호를 기념하며 이혜경 편집인댁에서 열렸다.

서 열렸다.

충 현 뉴 스 2019년 1월

크리스마스 블레싱

15

송년행사

새가족위원회 새가족위원회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16일(주) 오후 5시에 새

새가족 수료식 새가족 수료식이 지난 12월 14일(금) 저녁 7시 민종기 목사

가족실에서 열렸다.

댁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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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교 교감·교사·학생 새해소망

2019년 1월 충 현 뉴 스

한국학교

충현한국학교 학생들은 각자의 새해소망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각오를 쓰는 학생,
부모님을 생각하며 본인의 의지를 적는 학생, 한국학교에 바라는 소망 등 다양한 글을 적었다. 학생들이 소
망을 적은 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23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간 충현한국학교는 금년 1월
6일에 새학기가 시작된다.						

이선경 기자

■ 한국학교 학생 2명, SAT 2 한국어 시험서‘만점’

▲임구영 교감: 충현선교교회가 영적 보금자
리라면 충현한국학교는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
의 능력을 키워주고 코메리칸의 정체성을 심
어주는 사명을 담당하는 학교입니다. 새해에
도 더욱 한글교육에 매진할 것이며 학부모들
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손선희 교사: 깜깜했던 밤이 아침이 되
면 밝아지듯이 충현한국학교 학생들이 한국

저는 충현한국학교에 다

저는 North Hol-

니는 고등학교 9학년 권준

lywood High School

입니다. 1학년 때부터 충현

을 다니고 있는 9학

한국학교에서 한국어를 배

년 황세린 입니다.

우기 시작했고요. 이번 SAT

지난 11월 SAT 2

2 한국어 시험을 보았는데

한국어 시험을 치렀

거뜬히 800점 만점을 받

습니다. 그리고 800

았습니다.

어를 몰라서 힘들었던 시간을 무사히 견디고

그래서 주위분들에게 어

한국어를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선생님으

떻게 시험을 잘 보게 되었

권준

점 만점을 받았습니

<9학년>

다. 너무 기쁩니다.

황세린
<9학년>

저는 5살 때부터

로 봉사하실 분이 많았으면 하는 것이 새해

충현한국학교 숙제 큰 도움

한국드라마, K-Pop 즐겨

라 자녀들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

는지 소개하고자 하는데 돌아보니 이런 점들

지금까지 충현선교교회에서 주일마다

다. 새해에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충현한국학교에서 매년 빠지

소망입니다.
▲박하영 교사: 학부모님의 관심여부에 따

가르칩시다. 언어는 힘입니다!
▲이선경 교사: 새해에도 한국어를 사랑하
는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
이 한국에 대한 자그마한 관심을 가질 수 있
도록 주위의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총동원해
서 자주 대화를 유도하고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나는 한국사람이고 한국에 대해 알아
야 한다’라는 습성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한국학교 선생님들께서 여러 모양으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

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

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

과 한국어로 대화하려 노력하고 있고 부모님

어요.

께 카톡으로 연락할 때도 한글로 쓰려고 노력

제가 한국어를 잘하게 된 동기는 저

합니다. 예능프로, 개그프로 그리고 한국드라마

는 한국방송 특히 드라마를 즐겨보고

등을 보며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부모님

한국 K-Pop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또

께 여쭤보고 영한사전을 찾아 보기도 합니다.

한 집에서는 부모님과 한국말로 대화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익

▲이지영 교사: 언어는 힘! 우리 아이들이

히는 과정에 시험에 도움이 되었고 지도해

한글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익히고 어른들이

주신 한국학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

한글에 대한 관심을 두고 함께 우리 아이들의

립니다.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 않고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로 한국어를 가르쳐주시고 숙제를 내주신 것

야 하는 규칙이 있어 한국어를 편하게
잘 하는 거 같아요.
저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
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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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 겨울 수련회 가요
초등·중등부, 고등부 등록접수

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각 부서 교역자와 스

1월 프레지던스데이에 떠나는 겨울 수련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받을 수 있도록 기도

에 교육부 학생들의 등록을 받고 있다.

태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해 주세요.

3박4일 동안 잠시 가족, SNS, 게임 등을 떠

(We would like to request to all the parents

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

to “PRAY” for the Pastors and staffs that they

하는 시간이다. 매년 떠나는 수련회이지만 이

will be prepared and be blessed to guide our

번에는 어떤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

students at the retreat. Also, please “PRAY”

혜를 받을지 기다려진다. 올 겨울 수련회는 같

for our children that they will be fully blessed

은 날짜에 가지만 초등부와 중등부가 함께 가

and to receive Jesus Christ in their heart if

고 오랜만에 고등부는 다른 장소에서 따로 진

they have not done so already.)

행된다.
다음은 사역자들이 부모님들께 부탁하는 글
이다.

■교육부 겨울 수련회
- 날짜: 2019년 1월 18일(금)~21일(월)

겨울 수련회에 귀한 자녀들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
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운 수련회

**출발일에 학생들은 오후 5시 전까지 교회에
도착해야 합니다.
- 등록: 온라인이나 교회 유년부실 앞

<교육부 겨울 수련회 요강>
부서
주제

초등부(3학년~5학년), 중등부(6학년-8학년)
“ID: created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자

고등부 (9학년~12학년)
보냄“Sent” (John 17:18)

강사

Rev. Joseph Kim (ANC)

온라인 등록

bit.ly/WR19CHUEJH

https://goo.gl/2eYg1S

장소

Mile high Pines Camp
42739 CA-38
Angelus Oaks, CA 92305
http://www.milehighpines.com

Angels Crest Christian Camp
20075 Angeles Crest Hwy
Palmdale, CA 93550
https://angelescrest.com/

담당자

초등부: Pastor Simon Song   
중등부: Pastor James Kook   

고등부: Pastor Manny Lim

지난 12월 16일 주일 오후에 크리스마스 블

박수와 기쁨을 주었다. 그리고 의미있고 감사

레싱을 통해 모든 교육부 학생들이 함께 예수

한 주빌리 학생들의 찬양은 보는 사람들의 마

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음에 감동을 주었다.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과

올해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바탕으

사랑을 받는 유치부 학생들과 유년부 학생들

로‘좋은 날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은 귀여운 천사와 장난꾸러기 힙합 천사의 분

Day)’이라는 주제로 영아부 아기부터 고등부

장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더 했다.

학생들이 참석했다. 각 부서 찬양리더들과 찬

중등부 학생들의 소울 찬양밴드와 함께하

양밴드팀이 함께 준비한 찬양을 시작으로 고

는 찬양은 사춘기 학생들답게 무뚝뚝한 모습

등부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연극으로 이어

으로, 초등부 학생들은 잘 짜여진 안무를 멋있

졌다. 귀엽고 예쁜 영아부와 유아부 어린 학생

게 선보이며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함께 했다.

들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찬양과 율동은 많은

교육부 비전과 새해인사

안지은 기자

앤소니 김
<목사>

하나님 자녀의 영혼 돌보기
새해를 맞아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정신,“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
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
도하라”
는 명언을 함께 나누고자 합
니다.
2019년 교육부의 주된 비전은 하
나님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
다. 여러분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하
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입니다.“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요”(마 16:26)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
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었습니다.(요 4:34) 우리 자녀들이 예
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육부는 이 비전을 교회와 가정에
서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
배와 성경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
혜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
르칠 것입니다. (잠 9:10)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축복과
훈련으로 자녀들이 예수님 중심의 삶
을 살게 될 것입니다.(신명기 6:4-8절)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데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면 교육부도 하나님의 자
녀로 키우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새해에도 힘을 다하여 하
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
님의 약속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 비
전을 함께 할 교역자와 스태프들 그
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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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
교회 목사 바비(Bobby Gruenewald, a pastor

성경 앱 이용자 작년보다 27% 증가

at Life Church)는 지난 10년간 성경 앱을 통
유버전(YouVersion App)에 의하면, 21018년

해 성경을 애용하는 숫자가 꾸준히 늘어났다

가장 많이 읽히고, 북마크 되고, 나누어진 성

고 한다. 유버전 앱은 1,250개의 언어로 1,800

경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로 집계됐다.

개 버전의 성경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매일 앱을 찾는 사람의 숫자가 2017년에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

비해 전체적으로 27% 증가했다. 2018년에, 무

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려 42억 장(Chapter)의 성경을 들었으며(전년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대비 40% 증가), 272억 장(Chapter)의 성경

2017년은 여호수아 1장 9절이었고, 2016년
은 로마서 8장 28절이었다.

이 앱을 통해 읽혀졌다고(전년 대비 62% 증
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유버전 앱에 따르면

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경 구절을

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화 함께 하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가) 한다. 특히 아이들의 앱 접속 숫자도 늘
었다고 한다.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 갈
급해 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교

이런 이유는, 유버전 앱 통계에서 나온 결과

회가 더욱 더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에 의하면 위안과 격려, 소망을 얻기 위한 것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바비 목사님은 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이라고 한다. 유버전 앱 회사을 설립한 생명

했다. 			

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전광필 기자

성경적 경제원리와 소득 증가 연관성 실험했더니…
최근 3명의 경제학자들이 필리핀에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성경적 경제 원리를
적용할 때 미치는 가구당 소득에 대해 과
학적 연구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째 그룹은 경제원리만 교육시키고, 넷째 그
룹은 아무 것도 교육시키지 않았다.
결과: 6개월 후 3명의 과학자는 어떤 변
화가 있는지 필리핀으로 돌아가본 결과, 아

70년된 초등교 동방 박사 현판

제임스(James Choi, a finance professor

무 것도 교육하지 않은 넷째 그룹보다 다

at Yale), 딘(Dean Karlan, Innovations for

른 세 그룹에서 9%의 소득 성장이 관찰됐

Poverty Action), 데이비드(Dave Sutherland,

다. 필리핀에서의 9% 소득 성장은 먹고 사

미시간 주 시민민권운동그룹(MACRA)은 초

chair of the Board of International Care) 등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등학교(Newaygo public elementary school) 꼭

경제학 교수 3명은 기독교가 실제로 경제

해결하는 큰 소득 성장이라 볼 수 있다고

대기에 붙어있는 동방 박사와 별을 떼어내지

적으로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 결과는 덧붙였다.

않으면 소송할 것이라고 학교 측에 통보했다.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소득 성장의 이유: 세 그룹의 공통점은, 특

시민단체“떼어내라”소송위협

공립학교에 종교적 상징물이 붙어있는 건 헌법
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 이다.

제임스 초이 교수와 딘은 기독교인이고,

히 첫째와 둘째 그룹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데이비드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접하기만 했는데도, 삶에 대한

한편, 학교 교장 페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소망이 생기고 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보게

통해 70년간 이어온 전통은 보전되어야 하며,

되고, 일에 대한 윤리관이 늘어났다. 또, 사

이것은 종교적 이유보다는 지혜와 지식의 중요

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성과 열린 마음을 상징한다고 반박했다.

연구 목적: 기독교가 경제적 발전에 도움
이 되는가?
연구 진행방법: 필리핀 목사 160명을 선

자기의 삶도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3명의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도 70년간 내려온 전

발, 한 분의 목사님이 믿지 않는 가정이자

과학자 중에서, 하나님은 고사하고 신의 존

통을 우리는 사랑하며, 떼어내는 것은 주민들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는 30가정을 찾아 4

재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데이비드는, 실험

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방송했다. 로웰(Lowell)

가지 수준의 기독교 경제원리를 적용해 보

에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런

이라고 밝힌 한 주민은 우리 아버지가 1940년

았다. 첫째 그룹은 기독교와 기독교적 가치

소망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매우 흥

에 학교 프로젝트로 만든 동방 박사 조각품이

관, 경제원리를 교육시키고, 둘째 그룹은 기

미스러운 일이라면서, 실험 결과에 대해 더

고, 또 어쩌면 떼어내는 것이 종교자유 침해라

독교와 기독교적 가치관만 교육시키고, 셋

연구해봐야 겠다고 말했다.

며 곧 있을 소송을 위해 기도해 달라면서 말
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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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는 이야기

●새해 바뀌는 가주 교통법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와는 뗄래
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운전규정
을 제대로 알아야 안전하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공개한, 올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법
규와 개정된 교통법을 소개한다.

임시 번호판 달아야 차 운행… 카풀레인은 빨간색 스티커만 허용
▲임시 차번호판 프로그램(AB516)

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IID을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 외에 시속 25마일이 넘는 고

새 규정은 새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임

기간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음주 뿐

속도로에서 스쿠터를 탈 수 없게 한 기존의

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만 아니라 음주와 약물을 함께 사용했다가 적

법도 개정해, 올해부터는 클래스 II 또는 IV 등

다. 가주에 있는 자동차 딜러는 판매하는 차량

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반면 약물 전용 위반

급 자전거 전용도로 밖에서 시속 35마일 이내

에 DMV에서 발급한 번호판이 없을 경우 종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 속도 제한을 가진 도로에서도 스쿠터를 탈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로 된 임시 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해야 한

이밖에 법원은 상해를 입히지 않은 첫 번

다. 임시 번호판에는 고유번호와 유효기간이

째 음주운전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IID를

표시돼 있다.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운전면허시험 개정(AB 1925)

또 임시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주행

법원의 명령이 없을 경우 해당 음주운전자는

앞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도로 안전과 관련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의 목적은 통행료를

12개월 동안 출퇴근용과 음주운전 치료 프로

된 시험 문제를 20%까지 늘린다. 특히 트럭 뒤

내지 않는 위반자의 수를 줄이고 도로 안전성

그램 출입용으로 IID를 설치한 면허를 신청

쪽에 실리는 사다리, 양동이, 헐거운 장비 등

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할 수 있다.

은 고정돼 있지 않아 떨어질 경우 뒤쫓아오는
운전자에게 위험한 만큼 관련 규정에 대한 문

▲운전면허증 성 정체성 3개로 확대(SB179)

▲스모그체크 및 수수료(AB 1274)

새해부터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신청

기존의 스모그 검사 면제를 현행 6년에서

할 때 신청자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 외에 논바

최대 8년된 차량으로 확대한다. 추가적인 2년

이너리(Nonbinary·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로

의 면제 기간 동안 이들 차량은 스모그 검사

표시할 수 있게 허용했다. 논바이너리 해당자

면제 수수료를 연간 25달러씩 내야 한다.

는 신분증 성별 항목에‘X’로 표시돼 발급된다.

첫 6년간 20달러의 스모그 검사 면제 수수
료는 변함이 없다.

제를 더 출제하도록 했다.
▲친환경 차량 무료 카풀차선(HOV) 허용 제
한(AB 544)
그동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배기량이 낮
거나 없는 친환경 차량에게 허용했던 카풀차
선 무료 이용이 중지된다. 지난 2017년 1월부
터 2018년 3월 1일까지 그린 또는 화이트 색

▲DUI 자동 잠금장치(SB 1046)
▲미성년자 운전규정(AB 2685)

의 스티커를 부착했던 차량은 카풀선에 진입

운전으로 재적발된 운전자 또는 상해를 입힌

청소년 법원은 더이상 상습적인 무단결석생

할 수 없다. 단, 빨간색 스티커를 신청해 받은

운전자의 차량에는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48

의 운전면허 발급이나 사용을 최대 1년간 중

차량의 경우 2022년 1월 1일까지, 연한 보라

개월까지 의무적으로 엔진점화 연동장치(IID)

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

색 스티커를 받은 차량의 경우 오는 2023년까

1월 1일부터 오는 2026년 1월 1일까지 음주

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클린 자동차 리베

를 설치해야 한다.
▲스쿠터 헬멧 착용 완화(AB2989)

이트 프로젝트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

를 입으로 부는 장치다. 만일 행정법으로 면허

18세 이상 성인이 스쿠터를 탈 때 자전거

는 스티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DMV 웹

증이 정지되고 IID를 설치한 후 나중에 음주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클래스 IV

IID는 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점화 장치

사이트(www.dmv.ca.gov)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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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 성적관리, AP 수강, SAT 시험, 과외활동“바쁘다 바빠”
▲SAT/ ACT/ AP/ Subject Test
각종 시험점수는 학생의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GPA는 각 학교 수준에 따
라, 지역에 따라, 재학생 인종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상위권 고등학교에서는 GPA 4.0(weighted)인 학생이 10위권에 들기 어려
울 수 있지만 하위권 고등학교에서는 4.0이 채 안되는 GPA로도 1. 2위를 다투는 경우
가 종종 있을 수 있다.
따라서 GPA에 더해 학생의 학습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치러
지는 학력평가시험이다. SAT나 ACT, Subject Tests, AP 과목별 시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최근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해 전국 최상위권 대학들에 합격한 학생들은 한
결같이 AP 시험성적이 일제히 4점 이상, 혹은 5점 만점이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SAT 시험의 경우 방학 후 8월이나 10월 시험에서 최선을 다하겠

●11학년 학생들이 챙겨야 할 것들

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유의해야 한다. 아무 준비없이 1월이나 3월 시험에 응시
했다가 자칫 너무 낮은 점수가 나오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고교 평균 GPA가 같은 학생들 가운데서도
특히 11학년 성적이 어땠는지에 따라 합격률은

여름방학에 준비해서 8월 시험에 점수를 높이려 했다가 갑자기 300~400점 점수가 올
라가면 칼리지보드는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점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11학년 학생들에게는 남은 SAT시험 날짜가 올해 3월, 5월, 6월, 8월, 10월 11월, 11월

9학년에 전과목 A를 받았어도 11학년 2학기 성적이

등 6번 남았다. 물론 12월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지만 10월에 접수시키는 조기지원제

시원치 않다면 말 그대로‘아무 소용이 없다’.

(Early Action/Decision)에 지원할 계획이라면 6월까지 4번의 기회만이 남아있다. 3월 시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성적

험에서는 SAT 서브젝트 시험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서브젝트 시험에 단 한 번도

이 발전하는 학생들을 기대한다. AP나 아너 과목

응시하지 않았다면 5월과 6월 시험을 잘 계획해야 한다.

(Honor)이 하나도 없는 9학년 성적보다는 AP나

▲수상경력

Honor 과목들이 많이 있는 11학년 성적에 집중

사립대학 공통지원서인 Common Application에서는 각종 수상경력을 적어내는 칸이 5

한다. 대학수준의 학습수준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

개나 마련돼 있다. 학생 학부모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당황하는 때가 바로 이 대목을

지는 AP과목 성적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얘기할 때다. 지원서를 적어 넣을 때가 되어서야‘아무 것도 없는데…' 해서는 곤란하다. 학

대학은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수준과

교 교회 커뮤니티 등에서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봐야 한다.

비교도 안 되는 대학의 학습량을 소화할 만한

▲과외활동

학생인가, 대학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만한

‘어떤 클럽에서 9학년부터 봉사하고 있으니까' 등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학생인가를 평가한다. 그래서 고교 평균 GPA도

이라도 아이와 함께 Common Application을 살펴봐야 한다. 무려 10개까지의 과외활동 내

중요하지만 각 학년별 선택과목과 성적을 일일이

역을 나열하도록 공간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와 학생이 함께 인지해야 한다.

따져보는 것이다.

이 의미는 한두 개 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마음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11학년 2학기는 대학지원서에 적어 넣을

물론 10개를 다 화려하게 채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7개 이상은 넘어야 하고 활동 내

각종 수상경력, 학교내외 과외활동 등에 대해 잘

용도 충실해야 한다.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다. 11학년 학부모들을 위해

▲고교성적

대입지원서에서 요구하는 고교성적, SAT나 AP 등

지원서에는 학교 평균 GPA와 함께 교내 순위를 적도록 하고 있다. 모든 대학 웹사이

각종 시험점수, 과외활동 등을 어떻게 더

트에 들어가보면 신입생군 Profile에서 50% 이상이 고교졸업순위 상위 1% 혹은 5% 였다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지 살펴본다.

는 등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졸업순위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1월 초. 11학년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9학년, 10학년의 학교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11학년 성적이 떨어지면 졸업순위도 함

한 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께 떨어진다. 11학년 현재 2학기에 좋은 성적을 내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
는 것이다.
간혹 졸업순위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좋은 학군을 피해 평균성적이 낮은 학교에 자녀
를 입학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대학들이 출신 고교의 수준도 감안한다는 점
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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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체리 힐 저

‘내게 기대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라
2019년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주제처럼“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복
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한다.‘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깊은 골짜기
에서 부르짖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에 연민과 사랑의
눈물 방울들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
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 체리 힐이 쓴‘내게 기대렴’이라는 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잿더미 속에 있었던 욥은 단순히 인내로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다. 욥기서는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하겠다는 결심의 이야기이다.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고 계시
며 어떤 일이든지 준비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시련은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결점이 샅샅이 드러나면서 육에 속한 성품이 처리되고 자비, 친절, 겸손, 부드러움, 인내
같은 거룩한 성품으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삶이 온통 흔들릴 때,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나 시련과 환난만 사로잡히면 영적전투에서 사
단에게 속고 의심을 하게 된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전쟁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승
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예
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사단의 행동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주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기도자의 목적이 모두 다르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되었음을 절감하고 내면의 싸움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우리의 메시
지를 적절하게 전달하고 깔끔하게 포장하려고 애쓰지 말라.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라. 응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함
께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들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정으로 기
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신다고 기도했다. 예수님이 자신이 바라는 대
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다. 우리의

저자 체리 힐(Cherie Hill)
중보기도 사역자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통해 매일 많은 이들과 깊은 묵상을
나눈다. 현재 개인 블로그 스크립처나우 닷컴
(www.ScriptureNow.com)을 통해 30여 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묵상 메일링 사역을
하고 있다. 아마존닷컴 기독교 부문의 장기 베
스트셀러 작가이며 저서로‘기다려’, ‘흔들리
지 마’(이상 규장) 등 다수가 있다.

시각으로 외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뀌는 우리의 안 풍경이다. 자

목차

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큰 방해물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과 타인

part 1 끝이라고 생각될 때, 내게 기대렴
chapter 1 삶의 잿더미에서
chapter 2 삶이 온통 흔들릴 때

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

part 2 그때가 믿음을 붙들 때란다
chapter 3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
chapter 4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들기
chapter 5 믿음으로 묶인 것을 풀라

의 믿음을 통해(through),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

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된다.
용서하시고자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 놓고 예수님의 결정을 따라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지만 오히려 가인
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용서는 상처를 받을 줄 알면서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느낌
이 아닌 의지의 행위로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
여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자.
자신의 상황과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발버둥치는 것이 하나님

도 믿음이요,“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 구원도 믿음으로써(by)가 아니라 우리
실히 하며 하나님에게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2019년 새해에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
절히 기도한다.

김기봉<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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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

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로 방향을 잡

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고, 이방인 전도에 100% 헌신하면서부터 자
연스럽게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회심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그렇게 해야 이방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사항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 회심 사건을 기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지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다메섹에 거주

점으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

만 바울은 그리스나 로마 제국에서 흔히 사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장면이

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용하는 그리스식 이름이다.

나온다. 사울은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

이 부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때문에 자발적으로 산헤드린의 군대를 요청

만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용

현재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한인들도 교

해서 다메섹으로 갔다. 그곳에 거주하는 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회에서는 한국이름을 사용하지만, 한인 외의

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

궁금해한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람을 만나면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들이 많다. 영어로는 한국인들의 이

에 가두어서 예수 운동을 진압함

름을 발음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과 동시에, 유대교를 견고하게 하고

기억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나의

부흥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

이름을 미국인에게 ‘현인’
이라고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런 극적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변화를 그런 이름의 변화로 표현한 것일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다. 바울이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내리

부르면‘형힌? 휸힌’하고 어려워한다.
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는가 하
는 문제는 그런 문화적 상황의 차이 때문이
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

는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 바울은 하늘

성경은 왜 이름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명확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

의 소리를 들었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

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히 짐작

름이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

려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나니야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도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유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문화적인

만나서 그의 기도로 시력이 회복된다. 이후에

로 불림을 받은 전도자였다는 사실이다. 바

측면에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다.

많은 추억 간직한 충현과의 이별을 준비하며

▲나에게‘충현’ 이란?
나는 아직도 충현선교교회에 처음 온 날을 잊지 못한다. 나는 모

▲새해를 맞으며

태신앙도 아니었을 뿐더러, 가족 전체가 무교였기 때문에, 교회라는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비전청년부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

곳은 나에게 아주 낯선 곳이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충현을

다. 특히 본교회 장애인 사역단체 Jubilee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작년에

통해 나는 하나님을 알아갔고, 매 주일마다 교회 갈 생각에 설레었

이어서 올해도 합동 예배를 드렸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지난달 16일,

으며, 삶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

주빌리의 저녁식사에 초대받아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었다. 충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졌다. 맛있는 식사로 모두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고 성탄주일을 더

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다. 특히 임원이 되어 교회에 봉사와 헌신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날이였다. 새해를 맞이하며 비전청년부의 새

하는 시기에는 학업과 병행하며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 덕에 하나

임원단 강지은 회장은“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

님을 더 알아가고 많은 걸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또한 비전청년부 공동체를 통해 가족과 떨어져 유학생활을 하는
나에게‘함께하는 것’ 의 기쁨을 알게 해주었다.
나는 곧 충현을 떠나야 한다. 학교 편입 때문에 충현선교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슬프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라고 생
각한다.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들이 많다. 목사님들, 우리 청년
부원들, 주변의 집사님들, 간사님들, 임원으로 같이 섬겼던 분들… 충
현선교교회에서 만난 인연들은 어느새 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충현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갔다. 나에게
있어서 충현선교교회는 단순한 교회를 넘어선 가족, 안식처 그리고
평생간직하고 싶은 기억이다. 충현인으로서 너무 행복했고, 방황하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준 충현선교교회에게 너무 감사드린다.
임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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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 판

화려한 싱글들의 모임
샤론회 꽃들 한자리에

충현뉴스 300호 포함 2018년 합본 발간
13일 본당앞 60명 선착순 배부

화려한 싱글들의 모임인 샤론회의 송년모임

충현뉴스는 2018년 충현뉴스 1월호에서

이 김상표 집사(김경애 집사) 댁에서 지난 12

12월호까지를 한 권으로 묶은 ‘2018년 충

월 8일(토) 오후 5시에 있었다.

현뉴스 합본’을 발간하였다.

금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무사하게 지

2018년 12월에는 발간 25주년(1994-

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맛

2018)을 맞이하였으며, 충현뉴스는 25년 동

있는 식사와 재미난 게임까지 너무도 즐겁고

안 매달 빠짐없이 발간되어 300호를 맞이

기쁜 시간이었다.

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특히 주빌리사역을 하시는 이사무엘 목사말

충현뉴스는 매달 첫째 주에 발행되며 교

씀에 장애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지속적

회와 선교지 소식, 교육, 칼럼 등과 교회와

인 후원도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교계의 다양한 소식으로 전도와 문서선교

주님의 뜻에 따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

를 돕는다.

이 되어주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

합본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1월 13일 주

을 보게 되었다.

일 본당에서 60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로

항상 샤론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경준 목

배부된다. 2018년 외에 이전의 합본이 필요

사, 김성수 장로, 주에스더 전도사, 박주경 고

하신 분들은 구본당 2층 충현뉴스 사무실

문, 이도희 회장, 김성희 부회장, 정귀민 총무,

로 오시면 된다.

그리고 손혜숙, 연재선, 석인애, 최숙자 권사들
은 빛나는 사론의 꽃들이시다. 외롭고 아파하
고 고통받는 영혼을 찾아서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하려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사론의 꽃들!

감사와 사랑의 은혜가 충만했던 새가족 만찬

샤론회원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신다. 서로 사
랑하며 치유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신동선 권사

올해도 충현만의 자랑거리인 새가족 만찬이
지난 12월 14일(금)에 있었습니다.
항상 자식들을 챙기시는 마음으로 손수 정
성스럽게 음식을 만드시는 민금숙 사모님과 김
현주 권사님, 채제니 집사님의 도움으로 12가
지가 넘는 요리로 진수성찬의 만찬이 새가족
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민
종기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만찬은

23기 가베와 오르다 어린이 모집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도 들어주시고 기업을

의 따듯한 미소가 좋다" “교회 유아부 선생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은혜의 말씀과 새가

들의 칭찬과 좋아하는 딸의 모습에 행복함" “

족 소개,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얼떨결에 등록까지 했

많은 새가족분들은 혹시나 하며 봉사자들에게

다" “뉴욕의 한 목사님의 추천된 교회" 등등

대상: Beginner 3세~ 5세

조용히 다가와“이 모든 음식들을 정말로 사모님

기간; 2019년 3월 9일~ 5월 11일(10주)

께서 직접 다 하신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며 감

장소: 충현선교교회 유아, 유치, 유년부실

이후 수료증 수여와 단체사진 촬영으로 끝

탄을 금치 못 하셨습니다. 한 분은“평생 처음이

회비: 100달러(Pay to CHMC)

마쳤습니다.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 하며 환한

자 마지막으로 받는 큰 대접"이라고 하셨습니다.

웃음으로 돌아가시는 새가족분들의 뒷모습을

음식 교제 후 새가족분들의 간증의 시간이

*반드시 교회 다니는 어린이이가 교회 다

바라보며 다시금 이분들을 충현으로 인도하여

있었습니다.“충현의 어느 부분이 좋은가”라는

니지 않는 어린이와 짝을 이뤄야 신청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설문을 통해 본인들이 느낀 솔직하고 담대한

가능합니다.

끝으로 새가족 한 분께서 말씀하신 한마디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원: 10명 선착순

문의: 김옥연 간사(chmc.gabe@gmail.com)

“한결같은 새벽별 찬양대의 모습에 큰 은혜
를 받는다" “처음 본 사람들에게 모든 교인들

칭찬과 은혜가 넘치는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가 계속 마음속에 남아 맴돕니다. “충현선교교
회는 칭찬 한마디로는 부족한 너무 좋은 교회
입니다" 할렐루야.

조경식 집사

충 현 뉴 스 2019년 1월

게 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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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단 꽃꽂이로 가정, 개인 기념일에 감사의 봉헌 하세요
꽃꽂이 캘린더에 표기 후 헌금

에 이름을 쓰고, 헌금봉투에 감사내용과 성

2019년‘강단 꽃꽂이’를 위한 꽃 캘린더

하시면 된다.

함을 적고‘꽃꽂이 헌금’이라고 쓰시고 헌금

가 본당 여자화장실 입구 게시판에 마련되

아름다운 강단 꽃꽂이는 ‘하나님의 영광’

어 있다. 성전의 꽃은 교회의 예산에서 지출

에 초점을 맞추기에 성도들이 드린 꽃으로

되기보다 각 가정에서 특별한 기념일과 감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다.

의 날을 맞아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고 있다.

인생은 그 날이 꽃과 같이 시들어도 주

성도님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혹은 특별

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

한 날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

한 사랑과 예배는 꽃보다 아름답지 않을까?

리는 경우이다.
참여방법은 꽃꽂이 캘린더에 원하는 주일

강단 꽃꽂이 헌금문의: 이인숙 전도사
(예배위원회)

■성탄찬양제 성황
오랜 가뭄에 이어 대형 화재 그리고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성탄찬양제가 2018년 12월 9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었다.
찬양위원장 김형수 장로님의 시작 기도, 이
도한 목사님과 채제니 집사님의 사회로 찬양
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유스 오케스트라(지휘 성미) 팀을
시작으로 아가페 찬양율동팀(지도 조정옥), 시
온 찬양대(지휘 김승희, 피아노 안성대), 아
쉬레이 남성중창단(지휘 이계완, 피아노 김신
아), SOL 찬양팀(지도 이도한), 남성 Solo(김
성준), 마라나타 찬양대(지휘 이은영, 피아노
성미, 오르간 강주연), Special Guest Charis
Ensemble(지휘 강상봉), 엘피스 찬양율동팀(
지도 조정옥), 할렐루야 찬양대(지휘 이삼열,
피아노 김인자, 오르간 강주, 바이올린 안혜
송, 첼로 임경미) 등 10개 팀이 저마다 준비
한 아름다운 찬송과 율동으로 순서를 맡아
열연하였다.
마치“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
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
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13,14)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듯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함께‘거룩한 밤’을 찬양하고
민종기 목사님 축도로 성탄찬양제는 마무리
되었다. 이후 푸짐한 선물이 은혜로 주어졌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여
정성껏 준비한 성탄축제에 참여하고 선물도 받
고 간식도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관재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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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시간 안내

새로 등록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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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성도
●

대학부

2부: 오전 11:30(EM채플)

박지영 성도 가정

소그룹 모임: 금 오후 7:00
1부: 오전 9:30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번호 이름

구역

●

영어 예배(EM)

2부: 오전 11:30(EM채플)

주/중/예/배

인도자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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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성도
김아중, 민중, 김윤아(Anabel)

누가 4

2.

김하영 성도

마가 7

김옥란 집사

3.

임윤정 집사

사무엘 8

재등록

4.

기향자 성도, 기훈종, 기다솜

요셉 2

김지숙 집사

5.

이성민 성도

비전청년부

정승우 장로

6.

이효정 집사, 한예선, 한예진

구역미정

한미연 집사

●

중보 기도회

목요일 오전 10시,
주일 예배 도중

7.

홍석기 집사, 홍혜경 집사
Aaron, Lauren, Juliana

다니엘 5

재등록

●

목요기도회

오후 8:00(목요일)

1.

양희관 집사
이효정 집사

<새가족위원회 2019년 1월-3월 계획>
1. 신년기도회:
2. 24기 바나바훈련:
3. 바나바 헌신예배:
4. 바나바모임:
>> 교 회 오시는 길 <<

특/별/활/동

임윤정 집사

충현선교교회 새가족위원회

2019년 1월 11일(금) 8:00pm 장소: 길갈실
2019년 1월 15일(화) - 2월 12일(화) 5주간
장소: 길갈실(오전반, 오후반)
2019년 2월 13일(수) 오후 7:30(수요예배시)
장소: 본당/ 대상: 전체바나바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7:00
장소: 길갈실/ 대상: 전체바나바

●충현뉴스 2019년 1월호
<통권 301호>
발행인 l
편집인 l
편집장 l
사 진l
발행처 l
주소 l
홈페이지l
전 화l
팩 스l
이메일 l

민종기
이혜경
김병모
양희관 현병길 손선희 송국현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A, CA 90039
www.choonghyun.org
(818) 549-9191
(818) 549-9199
chmcnews@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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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 행사 캘린더
1월 2~12일
1월 5일(토)
1월 6일(주)

헤브론경건훈련
전도의날
선교주일, 선교회 총회,
한국학교 개강, Awana 개강
1월 10~13일
신년부흥회(강사: 박득훈 목사)
1월 10~12일
Kid’s Revival
1월 13일(주)
제직수련회(강사: 박득훈 목사)
1월 16일(수)
말씀세미나
1월 15일~2월 12일 제24기 바나바교육
1월 18~21일
Youth Retreat
1월 19일(토)
구역사역자 전체기도회
1월 20일(주)
전도회
1월 21일(월)
제35기 충현동산 준비모임 시작
1월 22일(화)
대심방 시작
1월 25~27일
청년부수련회
1월 26일(토)
구역사역자훈련 시작
1월 27일(주)
권사회, 당회
1월 31일(목)
선교기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