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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호(부활호)

공정 · Fair

유익 · Valuable

복된 · Blessed

미주침례신문 지령 100호 !!

지금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단의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Happy Easter!

우리에게 가장 벅찬 소식, 우리 사역의 이

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

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문안드립니

다. 

Happy Easter!     

오늘도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침례

교 사역자들을 사랑합니다. 

온 누리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침례교 사역자 한 분 한 분 사역의 

열매가 온 세상을 밝게 하며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는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부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은 두 분의 선교사들을 인천 부두에서 내리게 한 

것이 그 큰 싸인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천 제물포 항구에 두 명의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

러가 부활절 아침에 배에서 내려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 (중략) … 이곳이 머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Lord, nothing is visible 

at this moment…… We believe that in the near future this land 

will become a land of blessing.”)    

이런 사랑을 입은 민족이기에 우리는 사역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

니다. 지금의 한국 상황이 어둡고 마음들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

지만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부활 소식과 소망의 메시지로 인해 결코 

어둡지 않은 민족, 우리의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총회도 이런 생명의 부활을 전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

기에, 우리 총회는 대의원들과 교회와 사역은 서로 협력이 되고, 서

로 나누며, 서로 도와주는 총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사역의 작은 지역이 곧 온 세상의 중심이며 부

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언제나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월 총회에서 만나실 때도 서로에게 생명의 

위로가 되시는 만남이기를 기다립니다.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
총회장 반기열 목사 드림

부활절 메시지

총회장
반기열 목사

다음 101호는

4월 28일자 입니다.

광야교회
유희동 목사  

(교)770-780-2830 (셀)770-906-1682

남부침례교회
 

(교)770-472-5414

늘푸른장로교회
 

(교)770-271-3422(셀)404.990.1643  

롬한인장로교회
최중현 목사 

(집)706-236-8229 (셀)478-501-9708

베다니감리교회
 남궁전 목사 

(교)678-546-5700 (셀)678-460-3154

벧엘장로교회
 

(교)678-656-6285

복음동산장로교회
  

(교)770-572-0166

비전교회
정경성 목사 

(교)770-447-6200 (셀)404-725-4946

새날장로교회
 류근준 목사 

(집)678-380-4130 (셀)678-665-5985

새생명교회
  

(교)770-495-5802 (셀)404-786-4200

새순장로교회
박성은 목사 
(교)678-665-1556

새언약크리스찬교회
최선준 목사 

(집)770-963-1176 (셀)678-360-3699

새한장로교회
송상철 목사 

(교)770-619-5340 (셀)404-966-9564

성령의교회
최중찬 목사 

(교)770-752-9233 (셀)678-360-3420

성약장로교회
황일하 목사 

(교)770-447-6663 (셀)770-843-6198

세광침례교회
임경철 목사 

(교)770-452-0025 (셀)770-309-4796

순복음동부교회
백신호 목사  

(교)770-888-3445 (셀)678-508-5576

스와니순복음교회
 

(교)770-938-1959

순복음제일교회
 박광수 목사  
(교)404-729-4319 

슈가로프한인교회
 최봉수 목사 

(교)770-934-9397 (셀)678-687-0756

생명나무침례교회
임연수 목사 
(셀)404-429-7404

시온연합감리교회
송희섭 목사  

(교)770-495-8020 (셀)678-462-0830

실로암한인교회
신윤일 목사 

(교)770-638-1600 (셀)770-846-1600

생명샘교회
윤철호 목사 
(셀)404-955-2374

빛과 사랑의 교회
장석민 목사 

(집)770-931-2890 (셀)678-469-5303

드림침례교회
   서용남 목사 

(교)678-413-0490 (셀)404-422-3649

뉴비전교회
전영철 목사 

(교)678-200-5048(셀)678-200-5048

노크로스한인교회
진세관 목사 

(집)770-362-7288 (셀)770-362-7288

그레이스장로교회
  

(교)770-552-5505 

새빛장로교회 
박익준 목사 

(교)770-614-0136 (셀)404-200-6378

슈가힐 한인교회
남성원 목사  

(교)678-780-0854 (셀)678-780-0854

빛과 소금 교회
김성구 목사 

(집)678-344-8644 (셀)404-384-6670

애틀랜타구세군교회
이승영 사관
(교)770-936-8601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
 

(교)770-939-8579

애틀랜타은혜교회
이제선 목사 

(집)770-513-0527 (셀)404-915-4717

애틀랜타중앙장로교회
한병철 목사 

(교)770-457-1998 (셀)404-933-9063

애틀랜타새교회
 심수영 목사 

(교)770-447-6663 (셀)404-966-6988

애틀랜타한인교회
 

(교)678-381-1004 (셀)678-665-1691

애틀랜타한인침례교회
김재정 목사 

(교)770-995-9494 (셀)770-613-0100  

애틀랜타 행복한교회
 김현대 목사 
(셀)678-717-7341

아름다운교회
김진철 목사 
(셀)678-770-7294

애틀랜타한인장로교회
백성식 목사 

(교)770-452-7446 (셀)678-549-1256

애틀랜타흰돌침례교회
 

(집)770-381-6783 (셀)404-324-8112

쟌스크릭한인교회
 

(교)770-458-4584 

한마음장로교회
 

(교)404-428-5093 (셀)678-549-1256

훼이트빌제일침례교회
김상민 목사 

(교)770-461-8378 (셀)404-202-5283

조지아 장로교회
 조진영 목사 

(교)678-788-5113 (셀)678-488-5141

둘루스한인교회
  류도형 목사 

(교)404-908-4430 (셀)404-786-6292

예수소망교회
박대웅 목사  

(교)770-899-3850 (셀)770-375-0900

생수감리교회
 

(교)770-977-1708 

애틀랜타 성결교회
   

(교)770-882-6031 (셀)770-882-6031

제일장로교회
서삼정 목사 

(교)770-934-8282 (셀)678-665-5911

지구촌교회
 권석균 목사 

(교)404-579-4570 (셀)404-579-4570

지구촌감리교회
  박정근 목사 

(교)770-956-2534 (셀)404-200-6378

임마누엘침례교회
이강수 목사 
(집)770-477-1943

주님과동행하는교회
유에녹 목사 

(교)678-600-2787 (셀)678-600-9930

새로운교회
 오흥수 목사 
(셀)404-457-2460

조지아 횃불교회
김성범 목사 

(교)678-549-3365 (셀)404-579-3511

큰사랑 교회
  김성환 목사 

(셀)404-918-7773

유니버스 한인교회
황영호 목사 

(교)678-985-2323 (셀)678-779-2835

열방교회
   

프라미스교회
  

(교)770-925-8096 (셀)678-665-8883

주님의공동체교회
 홍종남 목사 

(교)770-908-9719 (셀)678-643-6463

한빛장로교회
  이문규 목사 

(교)778-418-0500 (셀)770-312-6322

애틀랜타 하은교회
 정윤영 목사 

(교)678-995-8579 (셀)678-860-6265

하나교회
나종옥 목사 
(교)404-667-7886

에벤에셀장로교회
김창환 목사  

(교)770-279-0507 (셀)678-361-0575

충현장로교회
손창일 목사 

(교)770-496-5595 (셀)646-872-9115

영생장로교회
김영환 목사 

(교)770-995-9494 (집)770-682-6332

뉴난한인교회
유상열 목사 

(교)770-683-9381 (셀)404-247-9453

아틀란타 사랑의교회
  김경곤 목사 

(교)678-431-7924 (셀)678-431-7924

아틀란타 성도장로교회
  김영준 목사 

(집)678-407-1332 (셀)678-860-0480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김병기 목사 

(교)770-932-7715 (셀)770-833-0691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신용철 목사 

(교)770-321-0020 (셀)404-395-6578

라그란지한인교회
  김형렬 목사 

(교)706-407-8296 (셀)706-407-8296

예수사랑교회
김한나 목사  
(교)678-495-8885

코람데오장로교회
 백성봉 목사 
(셀)678-549-1256

베다니장로교회
 최병호 목사 

(교)770-792-1111 (셀)678-428-5650

예수섬김교회
  정정희 목사  
(교)770-940-2365

보라감리교회
홍진표 목사 

(교)770-418-9524 (셀)404-643-6463

동부지역 서부지역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 

2017년 4월 16일 오전 6시 일시

“미주침례신문 100호 발행”

미주침례신문 지령 100호를 맞이하
여...
복음과 선교의 사신으로서 교회와 지
방회, 총회의 소통과 일치를 위해, 침
례인의 긍지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메신
저로서... 든든히 서기를 희망하면서 
축하드립니다.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

제1부총회장 최영이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모든 시대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이며 암울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생명력입니다.
100호를 맞는 미주침례신문이 
이 소망과 생명력으로 밝고 튼튼하게 
서주기를 축원합니다.

미주침례신문사

이사장 임경철 목사

(세광침례교회 담임)

침례신문사의 미주 내 100호 기념 

출판을 축하드립니다.

두 주에 한 번 나오는 침례신문이 앞

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빠른 소식과 좋

은 정보로 우리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

에게 목마르지 않는 소식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쉬지 않고 200호 300호… 

계속되기를 기다립니다!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

총회장 반기열 목사

미주 전역을 향하여 어두운 시대를 살

아가는 세상에서 소명과 책임으로 빛

을 발하는 침례신문사가 되기를 기원

하며 창간 100호를 맞아 축하합니다.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

제2부총회장 이호영 목사

미주침례신문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

다. 더욱 힘찬 발전을 기원합니다. 

뉴비전교회

원로 이지춘 목사

1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흩어져 있는 침례 교회

들이 건강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를 향한 영적 공격이 심한 이 시

대에 침례 교회의 순수한 정신을 선도

하는 귀한 정론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담임 이수관 목사

미주침례신문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아

무도 그 명줄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

는 핏덩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모습으로 

미주 땅에 탄생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험난한 길을 지나 죽음

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부

활을 기념하는 절기에 그 100호를 발행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100호 발행이 있기까지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많은 돕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수고해 주신 필진 

분들, 광고로 협조해 주시고 구독료 문

서선교비로 도와주신 교회들과 목사님

들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다

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빼놓을 수 없는 감사는 초창기부터 수고

해 주신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돌이켜 보면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예루

살렘 성벽공사를 52일 만에 마치고 “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느

6:15)고 했던 것 같은 고백을 드리고 싶

습니다.

미주에서 사역하시는 선후배 동역자 여

러분,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격

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큰 관

심으로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저

희는 그 사랑과 격려를 힘입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침례신문사 

사장 심윤수 목사

100호 발행 감사의 말씀

침례신문 제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쉽지 아니한 사역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신문사와 심윤수 목사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총회산하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좋았고, 훌륭한 칼럼들과 교
단의 소식들을 잘 담아 주셔서 항상 
기다려지는 신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영향력을 지닌 신문사로 
성장하길 기도드립니다.

LA한인침례교회 

담임 박성근 목사

미주침례신문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유익
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우
리 침례교인들의 자랑이 되는 신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

총무 엄종오 목사

부활하신 주님 예수 예배합니다. 찬양
합니다. 전파합니다.
조국과 미주에 있는 침례교회들의 소
식을 전해주고, 연결해주는 침례신문
을 기뻐합니다. 축복합니다.

Gateway Seminary 

목회학박사 한국어과정

디렉터 길영환 목사

침례신문 100회 발간을 축하하며 

교단의 촛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주침례신문사

총무이사 임연수 목사

(생명나무침례교회 담임)

부활절을 맞이하여 문서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온 침례신문의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

로 더욱 선교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침례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내쉬빌연합침례교회

담임 이행보 목사

기사 및 광고

bpnews21@gmail.com

이 사 라 부동산 중개인
오피스: 770-332-8882

직통: 404-453-4989

* “가장 효과적인 1:1 동역선교를 통한 교회 부흥 세미나”를 원하는 교회는 GSM선교회로 연락해주세요

* 신청과 송금방법은 아래로 전화 혹은 이메일 해주세요.

(253)653-6980(HP) | Email: gsm3003@gmail.com | Web: www.gsm700.com

GSM 선교회 | Sunkyu Hwang | 405 S 328th Pl Federal Way, WA 9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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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 미주침례교 가족의 심령

과 섬기는 교회와 사역위에 평안과 소망, 활력이 넘치기를 믿고 기

도한다. 

5년 전, 난산 끝에 태어난 태아처럼 ‘잘 클 수 있을까?’ 싶었던 미

주침례신문이 지령 100호를 발행하게 되니 감사하고 크게 축하한

다. 풍성한 축하잔치나 그럴듯한 행사, 그리고 흔히 전달되는 상패

의 홍수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예

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감격스럽고 생기가 도는 2017년 부활절에 지

령 100호를 발행하니 더욱 의미 있는 전국 축하잔치이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친다.

누구의 기도와 후원도 없이 한국침례신문의 미주지사로 두세 사

람이 주머니를 털고, 맨발로 뛰면서 초판을 발행하던 것이 엊그제인

데 벌써 5년이 지나고 지령 100호가 힘있게 얼굴을 들었다. 총회가 

발행하고 후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총회와 긴밀한 협조를 나누면서 

미주 전역과 남미, 호주, 유럽, 한국을 드넓게 마당삼고 침례교의 복

음선교사역의 협력지로서 튼튼하게 자랐다. 특별히 한국과 미남침례

교의 사역과도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상호기사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애틀랜타 조지아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서부, 동부, 중부, 지사활동을 하는 모습은 IT시대의 

종이신문에 대한 걱정을 뛰어넘고, 여타 기독교신문에 앞서가고 있

으니 대견하기도하다. 이제 지령 100호를 발행하면서 그래도 반성하

고 평가하면서 주님께서 키우고 쓰시려는데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독자와 교회의 협조, 그리고 총회와도 유기적

인 선교활동에 임하고 나가서 타 교단에게도 모범과 빛이 돼야한다.

그러기 위해 첫째, 평가와 도전의 100호 기점이 되기를 바란다. 그

동안 소식지의 역할은 충분히 잘했다. 각 지방회까지 유기적 연락망

을 통하여 상호협력하는 문서선교사역도 많이 개발됐고 성장했다. 

그리고 기독교문화면은 어느 신문보다 좋았다. 어려움 가운데 선교

분야에도 많은 할애를 했다. 목회자들을 위한 재료보급도 성심껏 했

다. 각 신학교사역을 후원하는데 균형 있게 노력했다. 총회신문은 아

니지만 총회와 한 몸처럼 잘 협력했다. 미래를 바라보며 영문지면을 

내고 인터넷신문을 기초라도 세운 것은 훌륭하다. 목회자, 신학교수, 

평신도까지 참여하고 협조한 것은 귀하다. 

그러나 약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린이 신문이나 닮은꼴 신문

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신문은 기독교문서선교이면서 언론이다. 언

론으로서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도 중요하지

만 ‘누가 무엇을 보느냐’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독자의 그룹을 한

정할 필요는 없다. 시대에 맞는 언론으로서 복음선교적 사명이 있다. 

시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신문의 사

명임에 틀림없다.

기독교적, 복음주의적, 침례교적 관점에서 시대를 보자. 피흘린 발

자취의 역사관을 가지고 침례교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부활신앙

이야말로 우리 침례교회의 기본이고 핵심이다. 또한 건전한 제안과 

건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자. 편견이나 대립으로 교회나 교단이 어

려울 때 중립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서로가 받아드릴 

수 있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화목을 찾고 인식

과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성경을 제시하는 것도 기독교언론의 사명

일 수 있다.

기독교양심, 기독교철학을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세우고 나가

자. ‘꿩 잡는 것이 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속어가 기독교 안

에서 난무해서는 안 된다.

지령 100호를 넘기면서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고 미래를 향하여 질

주하는 용기로 발돋움 하자. 유약한 후원 속에서 힘써 수고하는 미주

침례신문 임직원은 무엇보다 독자와 교회, 그리고 총회와 각 기관의 

따듯한 협조에 감사하며 보다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한다. 

이제 눈앞에 큰 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 총회의 정관 개정

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미주 침례교 총회의 총무 선임이다. 

지령 100호를 넘어서는 미주침례신문이여!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처럼 확인하자. 광고지는 광고지로서

의 사명과 역할이 있다. 미주침례신문은 미주침례교의 건전한 성장

을 위해 쓰시는 주님의 편지다. 미주침례신문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의 은총과 생기가 넘치기를 빈다.

지령 100호 발행을 축하하며

부활의 복음으로 내일의 힘과 소망으로 서자

社說 사설

미주침례신문 온라인    www.bpnew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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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프랑스 파리 근교에 가난과 절

제를 모토로 하는 프레몽트르 수

도원이 있었다. 수도원은 가난했지

만 수도사들의 노동과 절제 등으로 

나름대로 잘 유지되고 있었다. 신

앙훈련과 영성개발이 잘 이루어진

다는 명성이 있어서 수도사 지망생

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수도원은 잘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게 가난한 

수도원이지만 모든 수도사들이 경

건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

며 영성을 키우면서 생활했다. 경

제적인 어려움을 각오한 수도사들

은 경제적 어려움이 만만치 않지만 

잘 견디며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

었다. 가난을 제외하면 프레몽트르 

수도원은 거룩하고 은혜로운 수도

원이었다. 

그런데 프레몽트르 수도원의 재

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바닥 나 버렸다. 수도원의 

기본적인 재정마저 바닥난 것이다. 

수도원 뾰쪽 탑이 무너져 내리고 

창문들은 깨어져 나갔지만, 그런 

것들을 손 볼 여유가 없는 상황이

었다. 더욱이 깨어져 버린 종마저

도 다시 살 형편이 되지 못해 신부

들은 나무 딱따기를 쳐서 기도 시

간을 알리곤 했다. 

수도원 원장을 포함한 수도원 행

정부에게는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들은 아무리 

은혜롭게 경건한 수도원이라도 돈

이 없으면 존재 수 없다는 위기감

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만물의 주

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들이었지만 현실

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

고 끙끙 앓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는 고셰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가 

있었다. 고셰가 하는 일이란 고작 

젖소 두 마리를 돌보는 일이었다. 

가난에 찌들대로 찌든 수도원의 재

정상태를 알고 늘 가슴 아프게 생

각하던 고셰 수도사는, 어느 날 수

도원 원장을 찾아간다. 그리고 프

레몽트르 수도원의 어려움을 타개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한다. 

고셰는 어린 시절 양아버지 어깨너

머로 배운 불로장생주 제조법을 알

고 있고, 이것을 만들어 팔면 수도

원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한 것이었다. 

수도원 원장은 반색을 하며 고셰

에게 그 불로장생주를 만들어 보자

고 한다. 수도원 원장의 적극적 지

원과 특별한 허가 아래 고셰는 자

신의 일이던 젖소를 돌보던 일을 

중단하고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어릴 때 기억을 되살

려 불로장생주를 만들기 위해 골몰

한다. 수도원 사람들은 심혈을 기

울여 불로 장생주를 만드는 고셰를 

위해 기도했다. 고셰 자신도 부디 

불로장생주를 잘 만들어 거룩한 수

도원 사역에 보탬이 되도록 기도하

면서 불로장생주를 만들었다.

정성을 모아 6개월 동안 밤낮으

로 애쓴 결과, 마침내 고셰 수도사

는 불로장생주를 빚는데 성공한다. 

맛도 좋고, 향기도 좋은 불로 장생

주가 만들어지던 날 수도원 관계자

들은 흥분했다. 불로장생주 제조

에 성공한 이후부터 수도원은 급

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고셰 수도

사가 빚은 불로장생주는 프랑스 전

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수입

도 만만치 않았다. 가난에 찌들었

던 프레몽트르 수도원은 나날이 달

라졌다. 수도원의 건물은 웅장하게 

고쳐졌고, 뾰쪽탑은 하늘 찌를 듯

이 높아지고. 십자가도 근사하게 

세워진다. 깨진 종을 버리고 새 종

을 사서 기도시간을 알리니 경쾌한 

종소리가 수도원을 가득 채웠다. 

이 모든 것들이 고셰 수도사의 불

로 장생주 덕분이었다. 

그 빛나는 공적으로 인해 고셰 

수도사는 신부 서품을 받는다. 수

도원의 그 누구도 신부 수업을 받

지 않은 고셰가 신부 서품을 받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 고셰는 신부가 되었지만 여전

히 불로장생주를 빚고 있었고 프레

몽트르 수도원은 여전히 가난과 경

건을 모토로 삼는 수도원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전히 경건하고 

은혜로운 수도원을 찾는 수도사 지

원자들이 몰려들었다. 

어느 날 저녁 신부들이 모두 모

여 경건하게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들

어 괴성을 지르며 혀 꼬부라진 소

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얼

마나 많은 술을 마셨던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자기 자리

를 찾지도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었

다. 그는 고셰 수도사였다. 그는 불

로장생주가 잘 빚어졌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그 술을 매일 시음하다

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던 

다른 신부님들을 술주정을 하는 고

셰 수도사를 향해 “사단아, 물러가

라!”라고 외치면서 그를 밖으로 끌

어내어 버렸다. 그리고 신부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경

건하게 미사를 계속하였다. 그 이

튿날 아침 수도원 원장

은 고셰 수도사에게 앞

으로 성당 출입을 삼가

고, 주조장에서 불로장

생주만 빚으면서 혼자 

기도할 것을 명령했다. 마음씨 착

한 고셰 수도사는 수도원 원장의 

명령을 따랐다. 매일 술을 빚고 그 

술을 시음해 보면서 주조장 밖으로

는 한 발자국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주조장을 찾아왔을 때, 고셰 수도

사는 눈물로 간청을 한다. 이제 술

을 그만 만들겠으니 예전처럼 젖소 

돌보는 일을 하며 수도사로 살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이다. 그러나 

수도원 원장은 고셰 수도사의 간

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그러고 

나서 “자비로운 주님께서 모든 것

을 책임지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

무 염려 말고 소신껏 수도원을 위

해 열심히 불로 장생주만 빚으시

오”라고 도리어 격려해 주었다. 

어쩔 수 없이 고셰 수도사는 계

속해서 술을 빚었고, 그 술은 날마

다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갔으며, 

수도원은 쉴 틈 없이 돈을 긁어모

았다. 그리고 매일 미사가 끝날 때

에 수도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

우리 수도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셰 신부를 위해 기도합

시다.” 미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은 고셰 신부를 위하여 간절히 축

복하며 기도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시간 불쌍한 고셰의 영혼과 육

체는 주조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

고 있었다.

‘별 그리고 마지막 수업’으로 우

리들에게 익숙한 프랑스 작가 알퐁

스 도데의 단편 ‘고셰 신부의 불로

장생주’의 내용이다. 그 시대의 타

락한 가톨릭 교회를 고발한 단편 

소설이다. 이 작품의 수도원 원장

과 신부들은 교회 타락의 전형을 

보여준다. 청렴과 가난 그리고 경

건의 훈련을 모토로 삼았던 프레몽

트르 수도원마저 이렇게 타락하니 

로마 교회의 타락이야 얼마나 심각

했을까? 교회의 반영을 위해 순박

한 고셰의 영과 육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

까? 프레몽트르 수도원과 너무나 

닮은 교회도 있을 것이다.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악을 자

행하는 것을 조장하고 합리화하는 

무리도 있을 것이다. 교회 부흥이

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불로장생주

(?)를 제조하는 악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교회의 

윤택함과 안정을 위해서 고셰와 같

은 희생양들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죄책감마저 상실한 파렴치함이 우

리에겐 없을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외로운 우리의 

영혼이 울부짖는다. 왜 선하신 하나님

은 우리를 고난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

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

나? 우리의 내면을 압도하는 의구심의 

파편들이 신앙을 흔들고 있다.

기독교 변증가인 저자는 기독교에 

관한 철학적 토대에서 변증을 통해 우

리 마음의 근본적 물에 해답을 찾도록 

돕는다. 그는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을 만나 그들의 삶과 함께하면 얼어붙

은 마음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다가가

라고 위로한다.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난해한 질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물음의 해답을 찾고, 하

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삶

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이 책은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외로

움의 감정들을 면면히 살피고 유일한 

해답인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순수한 

기도와 올바른 예배를 언급하며 흔들

림 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실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아플수록 더 가까이

라비 재커라이어스 지음 / 권기대 옮김 /

에센티아(베가북스) / 384쪽 / 15000원

이 책은 ‘성경신학으로의 여행 시리

즈’ 중 8번째 책으로 성경이 직접 밝히

는 천국에 대한 견해를 창조와 안식, 하

나님 나라, 임재, 그리고 영광이라는 5

가지 주제를 묶어서 다루고 있다. 저자

는 우리의 부활을 고대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기쁘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 다

뤘다. 하지만 저자는 천국에 대한 내용

을 언급하기에 앞서 4가지(잘못된 곳

에서 천국에 대한 정보를 찾음, 종말과 

천국에 대한 억측, 천국에 대한 가르침

의 유익, 천국에 대한 가르침의 소망) 

등을 언급했다.

저자는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

해 왔던 천국에 대해 올바른 지

식과 균형있는 견해를 제시한

다. 아울러 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과 

관련된 15가지 질문과 대답은 천국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궁금증을 해결해주

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한다.

지금 바로 여기를 살고 있는 독자들

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독려하며 

천국에 대한 담대함과 용기를 선물한

다. 우리가 언제가 가게 될 그 곳을 생

각하며 책과 함께 그 세계를 꿈꾸는 자

가 되기를 저자는 소망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

로버트 피터슨·단 바버 지음 / 윤재석 옮김 / 개혁주의신

학사 / 360쪽 / 16000원

강태광 목사

생명수교회(미주)

문학의 숲에서 만나는 

       진리의 오솔길 ② 

고셰 신부의 불로장생주

지난 5년의 세월을 수일같이 견뎌서 
대망의 100호 발간을 하게 된 미주침례
신문사에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교단에 더 좋은 가교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뉴저지침례교회 

담임 문종성 목사

미주침례신문 100호 발간을 축하드립
니다.
수고와 땀으로 언론의 사명을 감당하
며,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
하여 이렇게 100호를 발간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주침례신문이 한국과 
미국과 세계의 복음의 교량이 될 수 있
기를 바랍니다. 미주침례신문을 힘있
게 응원합니다.

세미한교회 

담임 최병락 목사

“미주침례신문 100호 발행”

할렐루야! 미주침례신문 100호를 발행
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
으로도 미주 내에 많은 구독자에게 시
대적 혜안을 가지고, 바른 그리스도의 
문화가 전해지며, 믿음의 선배들이 일
궈놓은 침례교회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
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침례신문이 되
기를 기도합니다.
 모쪼록 창간호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신문 지면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미
주 전 지역에 자리매김하는 복음의 통
로가 되며, 목회자들에게 신학적 도움
과 교회 갱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0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부활 기쁨이 침례신문사와 모든 
섬기는 교회들과 가정, 삶 가운데 넘쳐
나기를 축복합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 

담임 최성은 목사

그동안 문서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우리 교단의 소식지, 침례신문 1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Online과 Offline을 통
해서 더욱 지경을 넓혀 미주와 한국 등 
5대양 6대주로 퍼져 나아가 하나님 나
라 확장에 창대하게 쓰임받는 신문이 
될 것을 기대하며 축하드립니다.

신시내티능력침례교회 

담임 이성권 목사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울러 땀과 눈물로 수고하신 관계자들
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복음과 
바른 소식으로 영혼과 교회를 건강하
게 하는 정론지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
합니다.

생명수침례교회 

담임 강태광 목사

미주침례신문 100호 발행을 축하드립
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변함없이 쓰임 받는 문서사역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틀란타 지구촌교회 

담임 권석균 목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과 그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쓰임 받
는 침례 신문사의 100호 발행을 축하
드립니다!

반석한인침례교회 

담임 이용구 목사

부활의 기쁨과 함께 미주침례신문 창사 
5주년과 지령 100호를 축하합니다. 미
주 교계를 대표하는 신문이 되기를 기
원합니다.

빛과소금침례교회 

담임 장요셉 목사

미주침례신문에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

신 800여 미주 한인교회와 목회자, 성

도 여러분!

미주침례신문 지령 100호를 진심으로 축

하드리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

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미주침례신

문은 그동안 미주 지역 한인 침례교회의 

복되고 귀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국 

침례교회와의 교류와 연대, 특별히 한국 

침례신문과 기사 제휴 및 협력을 바탕으

로 그동안 다양한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불모지에서부터 무한한 헌신

으로 세워 오신 미주침례신문 임경철 이

사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윤수 사장님과 미주침례신문 이사회에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미주침

례신문은 미주 전체 권역에서 빛과 소금

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미주 복음화를 위

해 헌신해 왔습니다. 다양한 미주소식과 

칼럼, 선교 소식, 사설 등은 침례교 정체

성 확립과 교단의 성장과 성숙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지령 100호를 맞이하며 더욱 복되고 기

쁜 소식이 전해는 미주 침례교회의 가

교 역할을 감당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

다. 한국 침례신문도 미주와 한국에 침례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적

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령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미주침례신문

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침례신문사 

사장 신철모 목사

축사(祝辭) -“미주 복음화와 교단 성장에 큰 기여”

미주침례신문은 

한 달에 2회 발행되며

각 침례교회로

우편배달됩니다.

다음 호는 

4월 28일자 입니다.



A-18 A-03K

18 침례신문 미주판 2017년 4월 7일목회 제100호 침례신문 미주판 32017년 4월 7일제100호 미주-지방회

꼭 1년 전, 작년 4월 8일 우리는 

감사하게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 아내는 14 

년 만에 고국에 가니 감회가 깊었

다. 남들은 한국에 잘도 갔다 오건

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오랜만

에 방문하려니 만나보고 싶은 사

람도 많았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

았다. 형제들을 비롯해서 친구들 

그리고 양육하고 교제하던 사람

들이다.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참 

뜻깊은 시간들이었다.

인천 공항에서 공항버스를 타

고 영등포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

은 설레기 시작했다. 영등포 정류 

장에는 사랑하는 옛 친구들이 우

리를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기 때

문이다. 한 친구가 이 메일을 내게 

보냈다. “인천에 도착하면 곧바로 

공항버스로 영등포로 오세요. 그

날 밤 우리와 함께 옛날 영등포의 

추억을 더듬으며 ‘영등포의 밤’을 

가져볼까 하는데, 물론 괜찮죠?” 

말만 들어도 고맙고 옛 정이 새록

새록 떠올랐다. 

43년 전 갓 신학교를 졸업한 나

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전도

사였다. 그 해 결혼하여 아내와 함

께 순박한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

께 하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이었

다. 해마다 여름이면 수양회를 가

졌는데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 그때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장

항선 완행열차를 타고 충청도 서

해안 바닷가로 수양회를 갔다. 백

사장에서 달리기와 운동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다가 더우면 

바닷물에 첨벙 뛰어들어 수영을 

하며 즐거웠다. 밤에는 모닥불을 

피워 놓고 둘러앉아 찬양하고 말

씀을 전했는데 감성이 예민한 때

라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였다. 또 

재미있는 것은 서울에서 예쁘장

한 여학생들이 왔다고 잔뜩 관심

을 가진 동네 청소년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들은 제각기 서울 여

학생들의 시선을 끌려고 노력하

는 것이 참 귀엽게 보였다. 참 그

때는 세상이 순박하고 청소년들

도 순진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그때 그 학생

들이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어 며느리와 사위를 보

고 손자 손녀를 기다리는 젊은 할

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다. 우리가 

저녁을 함께 먹고 옛 추억을 더듬

으며 이야기하는 사이 영등포의 

밤은 깊어만 갔다. 그중에 한 친구

가 내게 물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옛날 전도사님과 우리들 이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목사

님과 우리가 띠 동갑이 아닐까 하

구요? 우린 모두 0 띠입니다.” 그

러고 보니 띠 동갑이 맞을 것 같았

다. 내가 30세,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그래 나도 0 띠

야” 하고 말했더니, “그럴 것 같았

어요. 목사님과 우리는 띠 동갑입

니다.” 띠 동갑이라고 하니 더 친

근감이 느껴졌다. 

띠 동갑 중에 두 명의 목사가 자

랑스럽다. 띠 동갑은 아니지만 한 

사모는 여리고 착하기만한 고등

부 여학생이었는데 교회 오빠를 

사랑해서 사모가 되었다. 사모되

어 감사하고 또 보람도 있지만 얼

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안쓰

러웠다. 그리고 목사 친구를 둔 두 

형제는 교회에서 조용하면서도 

모범적인 일꾼

이다. 여학생 

교복을 입고 

귀여움을 받던 

여학생 역시 자상하게 섬기는 교

회 어머니, 할머니들이 되었다. 그

중에 한 부부는 내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금실이 좋은 부부이다. 

이제는 옛날 전도사와 고등학생

이 아니라 같이 나이 들어가는 친

근한 친구로 느껴졌다. 나는 그 자

리에서 제안했다. “우리가 띠 동갑

이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제부

터 띠 동갑 친구로 하세, 어떤가?” 

모두들 동의해서 우린 친구가 되

기로 했다. 

이렇게 영등포의 멋진 밤은 깊

어만 갔고 우리의 우정도 더욱 깊

어 가는 것 같았다. 영등포의 밤을 

마련하고 함께 즐긴 띠 동갑들이 

고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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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의 밤에 맺은 띠 동갑 친구들

최광평 목사

파두카글로벌교회(미주)

저희 교회에서 진행한 세겹줄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팀 켈러 목

사님의 ‘기도’라는 책은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늘 기도

하는 시간은 많은데도 기도의 깊

이를 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

쉬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도움

을 받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방

향을 많이 제시해 주어서 좋았습

니다. 물론 금식기도라든지 대적

기도 같은 부분을 다루지 않았던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기

도에 대한 폭넓은 정리가 가능했

던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강의했

던 대로 저도 이제부터 실천에 들

어갈 텐데 이 시간들이 제 기도의 

폭을 넓혀줄 것 같아서 기대가 됩

니다.

특별히 저에게 도전을 준 것은 

기도를 말씀에 기초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제가 하

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즐기는 편이었는데 균형을 취하

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묵

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대

화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를 위

해서 좀 더 많은 성경구절을 암송

해야겠다는 것이 도전이 되어서 

올해는 생명의 삶(서울교회 성경

공부, 편집자 주)에서 가르치는 80

여개의 구절을 암송하고 그 구절

들을 묵상에 활용해 보려고 합니

다. 이미 오래 가르쳐 와서 저에게 

익숙한 구절들이니 암송이 어렵

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도전이 되었던 것은 

자아성찰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까지는 기도의 다섯 가지 요소 중 

하나로 회개의 개념만을 생각했

고, 뚜렷이 회개할 것이 많지 않은 

일상이라 어려웠는데 자아성찰을 

위한 묵상의 시간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정결한 삶으로의 도

전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

지 방법들이 분명 저의 기도시간

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 같다

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앉는 그 순간 대화를 나누고 계시

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대화 속

으로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는 생

각은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

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 준 

말이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규칙적으로 시

간을 투자해야한다는 말에 동의

해서, 지금까지는 설교준비를 위

해 성경묵상을 충분히 하고 있다

는 전제하에 2-3년에 한번 통독

하는 정도의 분량의 성경을 읽었

는데 올해부터는 1년에 한번은 성

경을 일독해야겠다는 목표도 세

웠습니다.

결국 저의 올해 기도제목은 제

가 경건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

서 좀 세밀하게 다시 짚어야 하겠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기

도제목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도 올 한해는 ‘성경일독과 

함께 폭넓은 기도훈련을 통해 좀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도록’입니

다. 신약성경의 편지서들을 보면 

사도들을 포함해서 신약의 성도

들은 뭔가 풍성한 기도의 체험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표현하는 ‘

속사람의 강건’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것에 좀 더 

신경을 써 보고자 합니다.

가족의 기도제

목으로는 여전히 아내의 눈입니

다. 예전에 비해서 요즈음은 안 보

이는 정도가 조금 심해진 것 같습

니다. 낯선 곳에서는 전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식당에 가

서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시키면 

밥 먹는 것을 많이 도와주어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익숙

한 곳에서는 다치지 않고 잘 다니

는 것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때문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올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수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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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Baptist  Press

서양세계에서 인간의 평등은 지

극이 당연한 전제이다. 그러나 동

양의 정서는 인간의 평등보다 피

라미드적 구조의 계급의식이 지

배하고 있다. 이런 사고의 패턴은 

언어 사용에도 극명하게 드러난

다. 대학에서 배웠던 영어수업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의 영어수업

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초급영

어, 중급영어, 고급영어. 영어 문법

의 난위도를 급수로 계산한다. 수

업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이는 누가 더 고

위에 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

다. 미국 대학에 유학 와서 수업 

시간표를 보니 동일한 수업에 대

한 표현이 달랐다: Basic English, 

Intermediate English, Advanced 

English. 누가 더 앞서갔는가가 관

건이지 누가 더 높은 가가 관건은 

아니다. 영어의 리더라는 말로 고

위직이라는 말보다는 이끌고 간

다는 의미이다. 이끌고 가기 위해

서는 앞에서야만 한다. 

계급적 사고를 하는 동양인에

게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

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

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 23:11).

필자가 네팔에서 사역에 집중하

여 사역을 시작한 지도 1년이 넘

었다. 그동안 세 번의 목회자 세미

나를 인도하였고 네팔의 여러 교

회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최근 필

자는 네팔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fundraiser를 개최하였고 강

사로 네팔 기독교의 탁월한 리더

인 Tek Dahal 목사님을 초청하였

다. 대표적인 힌두교 국가인 네팔

은 인구의 2% 미만이 예수를 믿

는 미전도 지역이다. Dahal 목사

는 네팔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

도자로 National Churches Fel-

lowship of Nepal(NCFN)의 총

회장이다. 네팔에는 약 110만 명

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중 약 80

만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들이 

속해 있는 2천 개 이상의 교회가 

NCFN에 속해있다고 하니 네팔에

서 Tek Dahal 목사의 영향력이 어

떠한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런 

리더를 만났을 때 필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어보았다. “목사님

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

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다.” 

Dahal 목사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

이 대답하였다. “섬김”입니다. 

인간의 평등보다 피라미드 구조

의 사회계급에 더 익숙해 있을 아

시아의 지도자가 이렇게 말한 것

은 적어도 필자에게는 충격이었

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

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네팔이 

망해가는 이유는 리더가 섬기려

고 하기보다 자신을 섬기라도 주

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 공무원만 되면 섬김을 받으

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

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섬김을 받

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

다.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순

간 지도자는 수많은 위협에 자신

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리더십에

는 반드시 도전과 위협이 있다. 모

세의 철저한 후원자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약점(?)을 잡아 

자신의 리더십에 도전 (민 12장) 

할 줄 모세가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았을까? 더욱이 아론과 미리암

은 자신의 가족이 아닌가? 권력은 

가족과도 나눌 수 없는 속성이 있

다던가? 

어쩌면 리더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

이 이끌고 가는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권위와 카리스

마로 둘러싸려고 하는지도 모른

다. 교회 지도자의 몰락은 교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교회

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도

자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 공격받

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신의 기득권과 권위를 스스로 내

어놓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 없이 행할 수 있는 가벼운 결

단이 아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보

여준 지도력은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

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

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하라” (마 7:12). 리더는 사람을 얻

어야 한다. 사람을 얻기 위해 리더

는 기꺼이 나 자신을 타인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친구를 찾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선교사역을 위

해 10년 이상 모금활동을 하다 보

니 조금 모금의 기본원리가 눈에 

보인다.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람

들은 90% 내가 먼저 베풀었던 사

람이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과 이

의 실천이 섬김이다. 이것이 없다

면 기독교 지도자는 아니다. 부활

은 언제나 죽음을 전제한다.

섬김

정태회 목사

D.C.M.i 대표(미주)

삶, 안목, 
             리더십   13.

트루포인트한인교회(김덕영 목

사)가 지난 3월 26일 오후 5시, 교

회가족들과 동역자 형제자매를 초

청한 가운데 개척감사예배를 드렸

다.

이날 개척감사예배는 트루포인

트교회 찬양팀이 이끄는 경배와찬

양 시작해 트루포인트교회 담임 김

덕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회자의 간단한 환영인사와 묵

도 후 이날 예배의 기도는 멀리 스

테이스보로에서 달려온 강택구 목

사(예수문)가 인도했으며 김덕영 

목사가 10년 동안 몸담았던 세광

교회(임경철 목사) 성가대(지휘 김

중기 전도사)가 특별찬양을 불러 

의미와 은혜를 더했다.

계속해서 트루포인트교회 청년

부에서 준비한 태권도 선교시범(

김승호, 조지성 형제)과 특별찬양

이 이어져 은혜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됐다. 특별히 태권도 선교시범

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경을 봉독하고 단에 오른 임경철 

목사(세광)가 “환상의 첫 성 빌립보

교회”(빌 1:3-11)의 제목으로 말씀

을 전했다.

임경철 목사는 “오늘 매우 기쁘

고 감사하며 김덕영 목사님의 개척

과 트루포인트교회를 축하한다. 잃

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귀하게 쓰임 

받고, 찾은 영혼을 양육하며 새로

운 재생산 선한 청지기를 많이 배

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다. 김

덕영 목사님은 저하고 특별한 관계

이다. 세광교회에서 10년을 섬기셨

지만 침례, 졸업장, 안수도 나를 통

해서 받은 깊은 관계의 목사님이어

서 이곳에 오는 마음이 참 행복했

다”며 “함께 터키선교를 갈 때 마음

이 흡족하고, 리더십이 있다는 것

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종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김덕영 목사님 가

정은 사모님을 비롯해 유정, 은정, 

수환 남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칭찬할만한 가정이다. 이 교회도 

이 가정분위기가 이어져서 화목한 

교회가 될 줄로 믿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임경철 목사는 “오늘 

본문은 빌립보교회를 생각하는 바

울의 기도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으

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길 원한다. 첫째,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

고 있기 때문이라’(5)라고 했다. 빌

립보교회는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

는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다. 

바울이 옥중에 헌금을 해서 보낸 

교회이고, 시시때때로 바울의 사

역에 동참한 교회다. 온 교인이 그

렇게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둘째는 ‘내가 기도하

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

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9)

의 말씀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 되기를 바란다. 교회에는 필요

한 것이 많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다. 학위보다 사랑

의 온도가 몇 도인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11)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

해 큰 은혜를 끼쳤다.

헌금의 시간에 유순형 권사(중앙

장로)가 가야금 특주가 있었고, 권

석균 목사(아틀란타 지구촌)가 격

려사를 전했다. 권석균 목사는 히

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예수

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기를 

바란다.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것

은 상처가 없거나 완벽한 것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그저 주님을 바

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기를 바란다

고 격려했다. 이어서 김덕영 목사

가 교회를 소개하면서 광고 후 찬

송을 부르고 서석구 목사(흰돌소

망, 원로)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

쳤다.

트루포인트교회는 2016년 7

월 가정에서 시작해 현재는 2266 

Duluth Hwy #4-A Duluth, GA 

30097 으로 옮겨 오늘에 이르며 ‘

말씀과 전도와 구제가 넘치는 교

회’라는 표어로 성장해가고 있다. 

한편, 특별프로그램으로 목요일 오

전 10시에 ‘엄마가 바뀌면 자녀가 

바뀐다’는 주제로 양육세미나(인

도: 변내영 목사)가 좋은 호응 속에

서 진행되고 있다.

/ 미주=채공명 부장
말씀을 전하는 임경철 목사

“트루포인트교회여, 환상의 첫 성 빌립보교회 같아라”

  트루포인트한인교회 개척감사예배 드려

▲ 트루포인트교회 청년들이 태권도 선교 시범을 보이고 있다.

▲ 트루포인트교회를 개척한 김화진 사모(좌)와 김덕영 목사(우)

심윤수 목사

미주침례신문사 사장

첫 번째 부활절은 베드로에게 

인생의 한 터닝포인트(a turning 

point)였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

째 부활절 경험이 없이는 사도행

전의 베드로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

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빅 마우스로 유

명한 베드로는 그 엄청난 부활

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한 마디

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

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

던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베드

로를 용기 빠진 시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괴로워하다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다시 어

부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밤

을 지새우면서도 고기를 잡지 못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을 넘어 

그 주님을 떠난 디베랴 바다 새

벽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

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사랑하는 

따뜻한 음성으로 “얘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

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떡과 생선을 직접 구워 놓으시

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

이라고, 치라”고 세 번씩 부탁하

셨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부활절에 깨

달은 것은,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

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

님께서 자기보다도 자기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

른 하나는 “주님은 아직도 자기

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

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활절

심윤수 목사의 설교 예화 - 46

엘림 선교 학교
 (Elim Mission School)

※ 2016 여름 엘림선교학교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74XwBXgd6-4

엘림선교학교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다년간 대학진학과 신앙성장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진학대학: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Purdue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Emory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Northwestern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New York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Wisconsin, Weil Cornell Medical College(대학원)

엘림선교학교는 교육을 통한 전도와 선교를 추구합니다.

엘림선교학교는 다음세대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엘림선교학교는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여름수능교실  

Class Info

(Summer ACT/SAT Class)

◈ 기   간 :  1차 (6/5 - 6/30); 2차 (7/3 - 7/28) 4주간 합숙

◈ 대   상 :  7-11학년      

◈ 목   표 :  ACT/SAT시험준비와 경건생활을 통한 신앙성장

◈ 장   소 : 엘림침례교회 (13015 Lantern Rd Fishers IN 46038)

◈ 등록비 : $ 1,200  Pay to Elim Baptist Church

◈ 연락처 : syyun620@gmail.com, 317-220-3134 (Sarah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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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사람들은 필자에게 상담

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묻

는다. 늘 어두운 이야기, 아프고 힘

든 이야기들을 접해야 하는 직업

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힘들고 아

픈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우리 모

두의 삶 속에 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 않

을 수 없다. 어떤 아픔은 우리 스

스로가 한 잘못과 실수들에게서 

비롯되기도 하고, 어떤 고통은 우

리의 주위 사람들에게서 시작되

기도 한다. 어떤 비극은 어디서 

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 채 불시

에 청천벽력처럼 찾아들 때도 있

다. 10대의 꽃다운 나이에 암 선고

를 받고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났던 

필자의 동생처럼, 혹은 대여섯 살

이 채 안된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남기고 교통사고로 한 순간에 가

족과 이별해야 했던 어떤 젊은 가

장처럼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

도 없는 아픔이 존재한다. 부모의 

마약중독과 문란한 성생활로 인

해, 날 때부터 HIV 바이러스를 가

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본 적이 있

다. 누구의 잘못에서 시작되었든 

간에, 철없이 놀던 그 아이들과 어

머니를 보는 필자의 마음도 같이 

무너졌던 기억이 생생하다. 대형

참사들은 온 사회를 충격과 집단 

우울증으로 물들게 하고,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피해자들 앞에서

는 감히 한마디 위로의 말조차 찾

기 힘들다. 이러한 고통의 실체 앞

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

을까? 이것은 누군가를 돕고자 하

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

는 피할 수 없는 무게의 질문이다. 

고통에 대해, 회복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던 중에 집

어 든 교재가 있다. 새들백교회에

서 주관하는 “Celebrate Recov-

ery”라는 프로그램인데 중독자들

을 위한 사역의 일부이다. 이 사역

에서 소개하는 회복의 첫 단계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기

력한가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한

다. 잘못을 반복하는 경향을 제어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

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담과 치유

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

인하면서 시작된다. 법정에서나 

사회기관에서 명령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담의 효과를 보기 어

려운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다. 자신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이다. 

릭 워렌, 존 베이커 목사님이 제

시하는 회복사역의 두 번째 전제

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

님께 우리를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

닫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우리의 

무력감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

든 고통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알

게 하신다.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

닌 하나님께 그 답이 있음을 깨닫

게 하신다.

그 프로그램에서 주디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공군 

비행사였던 아버지는 늘 어딘가

로 떠났고, 혼자 자녀 양육을 감당

하던 어머니는 짜증과 분노로 언

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

다. 그녀는 장녀로서 어릴 때부터 

바로 한 살 아래의 동생을 돌보는 

책임을 자연스레 익힌다. 자신이 

실수를 하면 다 큰 것이 알면서 잘

못을 한다고 혼이 났고, 동생이 잘

못을 하면 동생을 똑바로 돌보지 

못했다고 혼이 났다. 어쩌다 화를 

내거나 울음이 터지면 벌로 ‘하늘

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문

구를 백번씩 써야 했다. 주디는 자

신이 완벽하지 못해서 당연히 혼

나야 한다고 배웠다. 하나님은 완

벽하지 않은 자신을 돕지 않으신

다고 믿으며 자랐다. 

어느 날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

버지가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왔

다. 그러나 술이 그의 남은 삶을 

채웠고, 그런 아버지에게 어머니

는 더욱 분노했다. 어머니가 분노

할수록 아버지는 점점 더 마셔댔

다. 십대가 된 주디는 가정에서 오

는 불안감과 아픔을 또래 남자들

에게서 해결하고자 했다. 남자들

에게 몸을 허락하면 그들은 그 순

간만은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속

삭였다. 그녀가 너무나 듣고 싶

어 했고 갈급했던 말이었다. 그러

던 중 그녀는 학교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미식축구선수와 데이트했

다. 데이트 중에 그 남자친구는 두

세 번 그녀를 때렸다. 학교에다 이

야기하자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

았다. 그는 똑똑하고 인기 있는 대

학생이었으며 그녀는 여기저기 

남자들과 자고 다니던 문제아였

다. 그녀는 모든 문제가 부족한 자

신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렇

게 그와 결혼을 했고, 그녀는 결혼 

첫날부터 끊임없이 매질을 당했

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조금만 

더 완벽하면 남편이 자신을 사랑

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의 폭력

과 술, 바람을 묵묵히 견뎠다. 그러

던 중 십대인 큰 아들이 우울증과 

불안증 진단을 받게 된다. 완벽하

게 감추었다고 생각한 매질과 울

음을 큰 아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아들

에게도 매질을 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서 주디는 중독자들의 가

족을 위한 모임을 찾아간다. 그리

고 그 모임이 열리던 교회에서 그

녀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 그 누

구도 그녀와 아이들을 도울 수 없

다고 생각한 그때에, 불가능한 상

황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

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를 

일으키실 힘이 오직 하나님께 있

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

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하나님이 이

끄시는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

다. 남편의 폭력, 중독, 여자 문제 

등이 다 자기 탓이라는 자격지심

에서 벗어나 자신과 아이들을 지

키기 위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

다. 그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

았던 남편은 그녀를 떠났지만, 그

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자신을 새

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

지했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

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간다. 

상담의 현장에서 슬픈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디처럼 현재

의 삶 속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

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경험한

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지켜

보는 은혜를 누린다. 그런데 우리

가 기대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것도 본다. 주디의 남편이 기적적

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며, 그녀의 

아들이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 여

자 친구를 때리는 바람에 소년원

에 가게 된 이야기도 듣는다. 때로

는 고통 중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도 하고, 그대로 삶을 마감해야 하

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다. 그

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에 대한 근

본적인 답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고통이 끝이 결단코 아

니라는 것이다. 회복의 열쇠는 우

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크신 하나

님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이기

신 예수님을 통해 완벽한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슬픈 이야기를 듣

게 되는 이 순간에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한다. 아픔이 있는 

그 현장에서 더더욱 부활을 소망

한다. 우리의 고통은 끝이 아니다. 

이 스토리의 엔딩에는 반전이 있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엄청난 반전이 그분 안에서 이

제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

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

어진, 반전이 있는 엔딩이다.

부활, 반전이 있는 엔딩

심연희 사모

RTP지구촌교회(미주)
Life Plus Family Center 공동대표

cKosta/Kosta 강사 및 전문상담가

가정상담칼럼 (23)

생명나무침례교회

2016년 표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

5608 suwanee dam rd. Sugar hill, GA  30518

404-429-7404

임연수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랄리한인침례교회

9130 Baileywick Rd Raleigh, NC 27615

919-845-4858(교회), 919-389-7482 

최순신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 주 침 례 신 문 의  문 서 선 교  후 원  교 회  및  단 체

버밍햄한인침례교회

1016 19th St. S. Birmingham, AL 35205

205-933-1474/205-933-7774(F)

장영득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교회

4480 Peachtree Corners Circle, Norcross, GA 30092

404-579-4570

권석균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이낫한인침례교회

415 28th Ave. SE. Minot ND 58701

701-818-2330, hsp236@yahoo.com

박유수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뉴송교회

4220 Fairway Dr. Carrollton TX 75010

 972-395-8400 / www.newsongdallas.org

박인화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리조나 지구촌침례교회

536 E. Fillmore St., Tempe, AZ 85281

(480)425-0691(교회), (480)401-7999(목사) jiguchonchurch.org

이아브라함 목사

타코마제일침례교회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253-535-5803

최성은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씨월드침례교회

4608 Gardena Ave., San Diego, CA 92110

619-276-7019

이호영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침례교회

4015 Anglin Road, Columbus, GA 31907

   706-593-4955

원천호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생명침례교회

1401 Old Peachtree Rd., Suwanee, GA 30024

전화: (770)495-5802~4    http://newlifeatlanta.net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용수 목사

뉴저지침례교회

535 Lakehurst Rd., Browns Mills, NJ 08015

609-893-9191

문종성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벤에셀선교교회

220-16 Union Tpke., Oakland Gardens, NY 11364

718-570-5858

최창섭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드웨스트한인침례교회

1004 N. King Ave., Midwest City, OK 73130

dshim@ymail.com     405-737-0691

심종섭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뉴올리언즈침례신학대학원한

국어부(디렉터 최봉수 목사)는 지

난 4월 3일(월) 오전에 이 학교 Dr. 

Kelley 총장을 초청한 가운데 의미 

있는 ‘Preview Day’를 개최했다.

‘Preview Day’는 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한 선후배 동문이 모여, 학

교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학교를 둘러볼 수 있도

록 소개하고 교제하는 자리를 말

한다. 

학생회의 찬양인도로 시작돼 최

봉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목회학박사 담당 이종길 교수의 기

도, Dr. Kelley 총장의 설교, 축도는 

홍만용 목사(어거스타세광, 원로)

가 맡아 인도했다. 

특별히 Dr. Kelley 총장은 예레미

야 3:19-24의 본문으로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다. 그러나 순종이 반드시 복을 가

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종종 슬픔

과 고통을 가져다준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의 

삶을 살았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

께 범죄함으로 인해 심판을 자처할 

때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했으므로 그 

결과 예레미야는 동족들로부터 미

움을 사게 되고 민족도 망하는 슬

픔을 경험하게 된다”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보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

종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가 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

이 하는 교인이 하자는 대로 사역

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위기가 찾아

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그 영향력있는 사람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할 것인지, 그

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 그리

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

나님께 충성하면 뜻밖에도 사역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다반사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언제

나 어려움을 동반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

교에 와서 학업을 하는 것으로 인

해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 않

은가. 순종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

해주지 않고 많은 경우 고통을 동

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

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은, ‘순종이 고통을 가져올 때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이

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Tender Kindness(부드

러운 친절)와 Loving Mercy(사랑

스러운 긍휼)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

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침마다 새

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애 3:22-23)고 찬양받으실 하나님

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자비를 매

일 베풀어주실 줄 믿는다”고 전해 

큰 은혜와 도전을 주었다.

계속해서 예배 후에는 최봉수 목

사의 진행을 따라 로비에서 다과를 

나누며 교제도 하고, 총장과 기념 

촬영도 하였으며 입학 희망자들, 

재학생, 동문, 지역교회 목회자들

이 함께 점심식사를 나누며 격려하

고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Dr. Kelley 총장은 내년에

는 좀 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한

국부 학생들과 시간을 갖기를 약속

하면서 다음 스케줄을 위해 자리

를 옮겼는데 이날은 학교 관계자

만이 아니라 조지아주한인침례교

회협의회(회장 유대준 목사, 조침

협) 소속 회원 목회자들도 함께 참

석해 축하와 교제를 나누었으며 회

장 유대준 목사(새하늘)는 협의회

의 진행사항과 광고사항을 나누기

도 했다. 

/ 미주=채공명 부장

Dr. Kelley 총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

뉴올리언즈침례신학대학원한국어부 ‘Preview Day' 개최

말씀을 전하는 Dr. Kelley 총장 행사를 이끄는 최봉수 목사

안녕하세요! 

골스보로한인침례교회를 섬기는 이강국 목사입

니다.      

벌써 지난 10월이니... 5~6개월이 지났네요!     

태풍 메튜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었고, 엄청난 상

실감과 위기에 빠져 있던 저희 교회가 기적 같은 하

나님의 은혜 안에,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

해, 복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3월 19일) 오후 4:30분, NC한

인침례교지방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찬양하

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수해복구 감사 예배’를 드

렸습니다.      

예배 설교로는, 랄리제일한인침례교회 최동갑 목

사님께서 행 20:28절 말씀을 통해, ‘피로 사신 교회’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 격려하는 

말씀으로는 Pastor Jon Hoey(Neuse Baptist As-

sociation Director)와 현승헌 목사님(훼이트빌 한

인)께서, 짧지만 강력하고도 위로가 되는 말씀들로 

성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Everything is God’s Grace’라

는 제목으로, 수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고, 바로 이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대표한 최

정애 성도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

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

이 있었습니다. 

첫째, 몇 안 되지만 저희 성도들 모두가 분주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준비된,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

는 예배되는 것’, 둘째는 함께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

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

데 있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수많

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격

려하는 시간이 되었고, 저희 교회 또한 새로운 하나

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기회가 되

었습니다.      

이 같은 좋은 소식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

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알려 드릴 방법을 생각

하다, 기도 요청도 ‘미주침례신문’을 통해 했으니, 

좋은 소식 또한 이곳을 통해 하면 좋겠다는 생각

에, 이렇게 미주침례신문을 통해 연락을 드립니다.      

그간, 많은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와 같은 시골의 작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기

도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앞으론 더 좋은 소식들을 통해 뵙

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C 골스보로한인침례교회
이강국 목사 드림

골스보로한인침례교회 태풍 메튜 극복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해복구완료”

NC한인침례교지방회와 함께 '수해복구 감사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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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호이지만 글을 쓰는 오늘은 예수

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고난 주일이어서 

그 묵상을 기록해봅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게 만든 사랑의 

표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삶

을 살지 못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느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 

내리며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귀부인이 윌리암 그랫스톤의 저녁

식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랫스톤은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고, 대단한 정치가였

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이 여인이 그랫스

톤의 정적이며 역시 뛰어난 정치가인 벤자

민 디즈데일리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에게 그녀가 만났던 두 저

명인사에 대한 소감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

답했다고 합니다. “그랫스톤씨와 만난 후 

그 방을 떠나면서 나는 그가 영국에서 제

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디즈데일리와 만난 후 느낀 것은 내

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

이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요?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한 그랫스톤이었

을까요, 아니면 남을 똑똑한 자로 세워주었

던 디즈데일리였을까요? 말할 필요 없이 디

즈데일리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

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

서 혼자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외쳐 댑니

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은 자신

을 낮추고 상대를 높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런 분이었기 때문

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맥없이 죽어 가실 때 그를 못 박

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의롭고 똑똑한 

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처럼 탁월하고 위대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바보처럼 죽어 주신 것은 우리를 존귀한 존

재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주간에 있는 새벽 기도회

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의 사랑과 겸손을 생각하며 깊이 자신을 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분부를 기억하며 선교를 위

한 헌신의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십자가를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스한인교회(미주)

박성근 목사의‘신앙   삶’ - 25

장요셉 목사의‘갈등을 이기는 삶’시리즈 (24) 

목회자의 역할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
목회자의 역할 수행에 있어 근

본적인 문제는 목회자가 수행해

야 하는 역할이 너무 다양해서 이

에 따라 역할 갈등(Role conflict)

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

회자에게는 대체로 아홉 가지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첫째는, 공식

적 예배를 집행하고 수행하는 예

배 수행자(ritualist)로서의 역할

입니다. 둘째는, 어려움 가운데 있

는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상담자

(counselor)의 역할입니다. 셋째

는, 하나남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심신의 병을 고치거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치유자(healer)의 역할

입니다. 넷째는, 교인들에게 신앙

적 규정과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

(teacher)의 역할입니다. 다섯째

는, 의례를 수행하는 가운데 말씀

을 선포하는 설교자(preacher)의 

역할이고, 여섯째는, 성경 지식을 

연구하고, 교리적 갈등을 해소시

키는 학자(scholar)로서의 역할입

니다. 일곱째는, 교회 조직을 이끌

어 가기 위한 계획과 그것의 집행

을 책임지는 행정가(administra-

tor)의 역할이며, 여덟째는, 교회 

조직을 대표하는 최고의 책임자

로서의 교구 책임자(rector)의 역

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집

단과의 접촉, 혹은 그 집단을 위

해 봉사하는 성직자(cleric)의 역

할입니다. 

역할 갈등이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생겨날 수 있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어려움을 의

미하는데, 목회자는 교인들이 목

회자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역

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중

압감과 불안감이 생겨날 수 있습

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시간과 정

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

다. 목회자의 역할 갈등은 특히 교

인들이 그에게서 기대하는 것과,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서 기대하는 요구가 서로 상반될 

때, 그리고 그들의 교회 참여 동기

가 다를 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교인들은 목회자

가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데 반하여, 다른 교인들

은 그가 행정가적인 역할을 해주

기를 기대하고, 어떤 교인들은 목

회자에게서 강력한 리더십을 기

대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그

에게서 민주적인 지도력을 요청

하기도 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생

기는 상반된 요구나 기대는 목회

자의 역할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

어 때로는 커다란 어려움의 구실

이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또한 자신의 생각과 

교인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

르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영

혼 구원에 목적을 두며 이것을 가

르치려고 하는데, 교인들은 재물 

축복이나 성공, 혹은 출세와 같은 

세상 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목회자가 자신들을 위해 축복을 

빌거나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

고 있다면, 목회자는 당혹감을 느

끼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더욱 어

렵게 만드는 것은, 목회자가 자신

들의 기대와는 다르다고 느끼는 

신도들이 그 교회는 떠나게 된다

는 점입니다. 교인 확보를 위해 잘

못된 기대나 욕구일지라도 충족

시켜 주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목

회자의 역할 갈등도 결국은 교회

의 제도화 과정의 한 필연적 결과

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목회자의 

역할이 다양화, 분업화, 전문화되

어감에 따라 목회자의 역할 수행

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목회 구조에 따른 갈등 가운데

는 가치관의 측면에서도 나타납

니다. 우선 목회 현장과 신학 사이

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신

학교에서 배운 신학이 목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

이 목회 현장에서 자주 나오고 있

고, 목회 현장에서의 실천이 신학

적으로 볼 때 비기독교적인 방향

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 구

조에 있어서 신학과 목회적 실천

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

가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의 문제도 있

습니다. 목회자는 흔히 감정적 요

소와 이성적 요소 사이에서 갈등

을 겪습니다. 한국인의 일반적인 

정서는 감정적인 것이 지배적입

니다. 감정적 정서는 열정적, 적극

적 신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

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경

향이 극단화되면 기독교 신앙은 

비이성적인 기복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치관과 관련한 또 다른 딜레

마는, 사회적 가치관에 있어 교회

의 보수화와 사회의 자유화 사이

의 갈등입니다. 오늘날 고국 땅에

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사회적 이

슈는 바로 이런 가치관의 차이와 

갈등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

회적 가치와 규범이 교회 안에서

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사회에서는 점점 개방적이고 자

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

니다. 이혼이나 혼전 성관계, 동성

애와 같은 도덕적 문제에 있어 일

반인들과 목회자의 생각은 크게 

다릅니다. 주초 문제나 제사 문제

에 이르면 가치관의 차이는 더 커

집니다. 문제는 도덕적이고 문화

적인 가치관이 사회에서는 더욱 

자유화되는 것이 현대적 추세이

고, 그것은 젊은 층일수록 더욱 그

러하다는 데 있습니다. 가치와 규

범에 있어 개방화를 이해할 것인

가, 아니면 이에 저항하고 금욕적

인 가치를 고수할 것인가 하는 문

제에서 목회자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요셉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미주)

목회단상(미주)

메릴랜드‧델라웨어한인침례교

회협의회(회장 임헌묵 목사, 메델

협)는 지난 3월 21일 메릴랜드사

랑의교회(이치원 목사)에서 김영

봉, 류응렬, 황성철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일일세미나를 개최

했다. 

메델협 회계 최명환 목사(풍성한

방주)의 사회로 진행된 경건예배에

서는 이날 행사를 호스트하는 이치

원 목사(메릴랜드사랑의)가 말씀

을 전하고 총무 최한용 목사(기쁨

의)가 광고한 뒤 조승규 목사(네팔, 

부탄 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

다. 이치원 목사는 야고보서 5:7-

11의 말씀을 기초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D-Day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비유하며 연합군 승리의 날 

V-Day까지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우리의 승리

의 날까지 긴장의 시간 속에서 믿

음의 인내로 열매를 거두어, 예수

님은 초림 때 변호사의 위치셨으

나,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

시기에 그 계산의 날에 칭찬을 받

자고 도전했다.

이어진 세미나의 시간에는 ▲

류응렬 목사: 청중을 깨우는 설교

작성과 전달 ▲김영봉 목사: 목사

와 영성 ▲황성철 목사: 현대교회

에 대한 시대적 도전과 대응을 위

한 신학적 제언의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류응렬 목사는 강해설교는 설교

의 한 방법이 아닌 설교 준비하는 

자가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설

교자의 마음가짐과 철학, 그리고 

준비와 전달 모두를 31가지의 질

문을 통하여 답하고 있다. 특히 주

일 낮 설교 한편을 위하여 20여 시

간을 투자하며 고치고 또 고치면서 

토씨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준비

가 꼭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참석

자의 질문인 31가지 중에서 설교자

가 지녀야 할 3가지만 뽑으라고 한

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설교

자는 첫째로 설교자는 태양이 아니

고 달- 받아서 전달하는 자임을 깨

닫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앉아 계

셔서 내 설교를 듣고 계심을 알고, 

세째로 행복하게 설교해야 한다”

고 정리했다. 특히 류 목사는 성구

를 쪼개서 살피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쪼개져서 말씀 앞에 겸손해져

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류 목사

는 모든 설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사람이 세워지도록 해야 한

다고 끝맺음을 했다.

김영봉 목사는 첫째 목회란 하나

님 나라의 눈으로 성도를 섬겨 교

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①목사

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reset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기에 이를 돕는 

자이어야 한다. ②성도는, 내 사람

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알아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③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

러내는 거점으로 천국에서 완성될 

성도의 교제로 보았다. ④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

게 해야 할 대상으로 타락한 풍조

는 언젠가 심판과 폐기의 대상임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목회의 본질이 하나님 나

라에 있기에 목회자의 영성이 제

일 중요하다면서 유진 피터슨이 “

작살꾼”에 비유한 것처럼 가장 중

심이 되는 사람이 목사이며 그 목

사의 목회는 영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목회자의 영성생활을 위해

서는 기도(기도의 우선 순위 확보), 

말씀 묵상(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

라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씨름

하여 성경본문의 음성을 먼저 듣

고 묵상한다), 예배 (예배 인도자가 

아닌 예배자로 예배에 신적 위엄을 

드러내도록 힘쓴다), 독서(소유 양

식이 아니라 존재 양식으로 독서를 

한다), 일기(내면의 쓰레기로 일기

를 친구로 삼는다. 이는 해석된 역

사로 교훈을 준다), 취미생활(영만

이 아닌 몸과 혼의 건강을 위하여)

에 기준, 원칙, 그리고 틀을 짜서 높

은 기준을 세워 패턴을 개발하고 

습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성철 목사는 포스트모더니즘

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면서 ①지식

의 조건적 특성으로 객관적인 지식

은 거부된다. ②의미가 독자 중심

으로 형성되어 지식은 불확실하다. 

③전 포괄적 이론에 대한 회의이

다. 거대담론 (Metanarrative, 혹은 

통합서사)에 대한 거부 ④이성의 

효율성 불신으로 직관, 이미지, 체

험으로 가다. ⑤명제 진술의 가치

가 약화되었다. ⑥Foundational-

ism(정초주의, 기초주의)의 거부로 

실용주의 진리관을 선호하다. ⑦진

리에 대한 불신으로 그것들이 우리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의

심한다. 심지어 과학적 방법도 의

심한다는 특징을 설명하면서 포스

트모더니즘이 교회에 끼친 영향과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메델협회장 임헌묵 목사(라이

프)는 “오늘 일일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이 가지고 

온 주제들이 현재 내 목회에 절대

로 필요한 내용들로 준비되어 너무 

좋았다’ ‘목회와 직접 연결되는 내

용으로 설교, 영성, 신학, 이 세 가

지는 목회의 기초며 시작이라고 생

각한다’ ‘강사 목사님들이 더 열정

적이어서 2-3시간 서서 강의를 하

는데 앉아서 듣는 우리가 더 미안

할 정도이다’라며 유익한 시간이었

다고 얘기를 해주는 등 좋은 호응

이 있어서 감사하다”며 수고해준 

강사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 미주=채공명 부장

▲임원단 및 강사: 왼쪽부터 총무 최한용 목사, 회장 임헌묵 목사, 부회장 김재학 목사, 

                             강사 김영봉 목사, 회계 최명환 목사, 서기 문석원 목사

▲ 강사로 초청받은 류응렬 목사가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다.

에피소드 60.

애리조나 투바시티로 가다

남궁현 목사

버팔로 뉴욕주립대학교회

(미주)

대학교회 이야기 (미주)

단기 선교지를 정하지도 가지

도 못했던 애끓는 7년 후 저희의 

첫 단기 선교지로 어떻게 애리조

나 나바호 자치국, 투바시를 선택

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말 제가 중국인 선교 대회

를 참석할 때 이제 막 침례 받은 

신입생 중국 청년 Pang 형제를 데

리고 갔던 것 기억하시는지요? 수

련회가 끝날 무렵 너무나 아쉬워

하는 청년을 달래 주고자 그 다음 

주에 있는 KCCC Higher Calling 

참석을 제안하게 되었고 연이어 

참석한 수련회에서 역시 큰 은혜

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헤어지기 전 

호텔 로비에서 6명의 형제자매들

에게 가장 크게 깨닫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때 Pang 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선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틔우

신 작은 선교의 불씨가 있음을 보

았고 이 불씨를 잡아 주어야 한다

고 생각했습니다. 때를 놓칠세라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

이고 실제적인 이야기가 즉석에

서 시작되었고 지난 호에 말씀드

린 대로 저희 교회 형편에 안성맞

춤 일 것 같은 애리조나 나바호국

이 떠올라 이영호 선교사님께 바

로 연락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

를 포함하여 총 6명이 함께 하길 

기도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입생 3명 대학원생 리더 2명 그

리고 저까지 꼭 6명이 갈 수 있도

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적은 숫자이고 짧은 기간이

라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선교 일정

이지만 제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

가왔습니다. 바로 사역자로서 가

장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님

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

람들과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장

소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

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순종했기

에 기대가 컸습니다. 3월 14일 금

요일 낮 뉴욕주 버팔로를 떠나게 

된 저희들은 라스베가스를 거쳐 

자이언 국립공원과 브라이스 캐

년을 통과하여 7시간 만에 애리조

나 주 투바 시티에 도착하게 되는

데 이때가 토요일 밤 10시 반이었

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만 따

뜻한 환대로 이영호 목사님과 사

모님께서 저희를 맞아 주셨습니

다. 첫날밤 선교사님께서 미국 원

주민들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역

사적, 사회적, 환경적인 압제와 불

평등 속에 이들이 가진 피해 의식

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자세히 설명

해 주셔서 아주 좋은 수업이 되었

지요.

그리고 제가 예상치 못한 주의 

사항 하나를 알려 주셨는데요 바

로 ‘들개’ 대여섯 마리가 집 주변을 

늘 돌아다니니 사나움의 여부를 

떠나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순간 사나운 이빨의 검

은색 들개가 생각났고 안전에 대

한 경각심으로 다지며 잠을 청한 

첫날, 차가운 밤공기를 속으로 가

깝지만 멀게 들리는 이국적인 들

개의 합창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

니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

개를 통해 저의 영적 무지를 깨우

치실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

다. 다음호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메릴랜드·델라웨어한인침례교회협의회 일일세미나 개최
김영봉, 류응렬, 황성철 목사 강사로 “알찬 세미나 좋았다” 호응

라이프플러스가정센터(Life 

Plus Family Center, 이철/심연희 

공동대표)는 오는 5월 27일(토) 

오후 4시-9시에 샬롯열린교회

(조재철 목사, 1015 S. Trade St. 

Matthews, NC 28105)에서 샬롯

열린교회와 공동주최하여 ‘제5차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 전했다.

강사로는 이 단체 공동대표 이

철 목사(RTP지구촌)와 심연희 사

모를 비롯, 채기병 교수와 이민

경 상담사가 나서 “왜 우리는 함

께 살지?” “싸움만 잘해도 행복하

다” “행복을 더하는 부부 공감대

화” “성(聖)스로운 부부, 성(性)스

러운 부부”의 주제로 강의가 이어

질 예정이다.

성경적 행복한 부부세미나로 

잘 알려진 금번 세미나는 NC한인

침례교지방회(회장 이상범 목사)

와 RTP지구촌교회(이철), 캐리 

사랑의교회(강대찬 목사)의 후원

으로 개최되며 저녁식사가 제공

될 예정이다.

점점 더 가정치유사역으로 영

향력과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행복한 가정세미나’에 대

한 자세한 문의는 www.lifeplus-

family.org, 919-808-1911, life-

plusfamilycenter@gmail.com 으

로 하면 된다.

/ 미주=채공명 부장

라이프플러스가정센터, ‘제5차 행복한 가정세미나’ 연다

“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 타이틀로 오는 5월 27일

미주침례신문은 

한 달에 2회 발행되며

각 침례교회로 우편배달됩니다.

다음 호는 

4월 28일자 입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전임사역자 청빙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워싱턴 주 타코마에 위치한 타코마제일침례교회에서 전임사역자(목사 또는 전도사)를 모십니다. 

1. 멀티미디어(웹 관리, 영상편집, 디자인, 음향) 

    및 한어청년 담당

2. Youth/Young Adult 담당

사역분야

1.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2. 자기소개서 및 구원간증문

3. 추천서 2통

4. 추가 서류 추후 개별 안내

제출서류

* 제출 : 이메일을 통해서만 서류를 받습니다. 

* E-MAIL : cgmin21@hanmail.net
* 문의 : 253-444-8853(민철기 목사)

제 출 처

1. 각 사역에 전문성을 가진 자.

2. 사역 경험과 열정이 있는 자(찬양인도 경험자 환영)

3. 정규 신학을 공부한 자

   (Youth/Young Adult 사역자는 침례교 신학교 졸업자)

4. 이중 언어(영어/한국어) 가능한 자.

5. 미국 내에서 사역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자   격

※ 제출기한: 4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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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을 할 때 유익한 1M 

3Rs법칙을 소개한다.

1. Maintenance(유지): 

며칠 굶었다가 한 끼 배부르게 먹

으면 건강을 해치지만 매일 적당

하게 밥을 먹고 운동을 하면 건강

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규칙적

인 신앙의 습관을 가지면 기본적

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른바 

널뛰기 신자는 자신도 괴롭고 교

회에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따라

서 건강하게 기본적인 신앙을 유

지해야 한다. 정기예배를 참석하

는 것, 매일 성경읽기와 기도 혹은 

경건의 시간 등을 갖는 것은 신앙

의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또한 몸

이 좋지 않을 때 약을 먹는 것처럼 

가끔 산기도도 가고 부흥회도 참

석해 보자.

2. Repair(수리): 자동차

의 한 가지 부품이 망가지면 다른 

것은 멀쩡해도 움직일 수 없게 된

다. 망가진 것은 새것으로 갈아 끼

워야 제 성능을 발휘한다. 마찬가

지로 신앙생활에서 부족한 것이

나 망가진 것은 보충하거나 고처

야 한다. 말투나 행실, 신앙적인 습

관 등에서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곧 시정을 

해야 한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

로는 회개라고 한다.

3. Remodeling(개조):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은 거주하기

에 불편하다. 따라서 부엌, 바닥, 

창문 등을 개조해야 한다. 같은 

주택이라도 개조를 한 것과 그렇

지 않은 것은 가격에도 차이가 난

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오래 묵

은 제도나 형식이 쌓이게 된다. 그

런 것들은 시대에 뒤쳐진 것도 있

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전한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지 말고 대대적

으로 개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산

뜻해진다. 개인적으로도 나태해진 

것들을 개조해야 한다.

4. Renovation(혁신):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이다. 혁신

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을 

도전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직 해보지 않은 봉

사와 선교활동, 구제와 섬김 등 새

로운 영역에 도전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

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신앙생활은 기본을 잘 유지하면

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구태의연

한 것들은 개조하며, 새로운 것들

을 받아들이되,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먼저 계신 분이 

아니요, 내 삶에서 지금도 역동적

으로 역사하는 분이므로 보다 적

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

욱 친밀하게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목회자들

이 먼저 변해야 한다. 그래야 성

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맛

이 난다.

1M 3Rs 법칙

김영하 칼럼

김영하 목사

샬롬선교교회(미주)

MEMPHIS, Tenn. (BP) -- I 

am a new International Mission 

Board trustee and, having now 

attended three trustee meetings, 

I am struck by the gravity of the 

responsibility we as Southern 

Baptists have for the people we 

put on the mission field and 

the lost people of the world to 

whom they are called to share 

the Gospel.

The IMB has approved a bal-

anced budget that includes 

adding missionaries for the first 

time in nine years. My prayer is 

that Southern Baptists would 

focus on the task at hand as 

never before taking the Gospel 

to the people of the world who 

have not yet heard.

God has always called us, as 

followers of Christ, to give our 

best. I have marveled at the 

quality of individuals God has 

called to the mission field -- 

those who are being sent by us 

as Southern Baptists. When I 

was in business and now on a 

church staff, I would have hired 

any of these individuals we are 

sending to the mission field.

At the most recent board 

meeting, I sat across from a 

couple at dinner with a 1-year-

old boy. They are headed to 

a tough place in the world. I 

asked about their background 

and preparation for the mission 

field and learned that Daniel* 

earned a degree in engineering 

from Georgia Tech and Cindy* 

earned an interior design degree 

from Georgia Southern. Daniel 

attended Southwestern Bap-

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worked at an engineering firm 

to support his family through 

seminary.

As I listened to the testimonies 

of these soon-to-be missionar-

ies, I heard the word “obedi-

ence” over and over. Their obe-

dience to the call demands our 

requirement to unite and finan-

cially support Southern Baptist 

missions efforts to send even 

more. We are sending the most 

qualified and the best trained 

-- and nothing less is required 

of us here in our churches.

During a previous board 

meeting, I listened to Nathan 

and Ellen tell how the Lord led 

each of them, independently, 

to the call to missions. Nathan 

holds a degree in electrical en-

gineering from Florida State and 

was successfully working in an 

engineering firm. Ellen holds a 

psychology degree from Florida 

State and was working there as 

a researcher when God called 

them. They left their careers 

and with their nine-month-old 

baby, Carrie*, are following the 

Lord in obedience to their call to 

the mission field.

As we sat in the room visiting, 

Ellen’s mother stood out in the 

hall holding Carrie. Her mother 

could not stop the tears. You 

see Nathan and Ellen had al-

ready spent three years in West 

Africa as short-term church 

planters, where they had bur-

ied their first baby, Christopher. 

Now they had surrendered to 

a lifelong missionary career to 

go back to the country where 

Christopher is buried to take 

the Gospel to that part of Africa. 

Ellen’s mother was not the only 

one with tears.

It’s time to focus and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atthew 

28:19–20.

It’s time

FIRST-PERSON

David Coombs

David Coombs is administrative pastor 

of the Memphis-area Bellevue Baptist 

Church and a trustee of the Interna-

tional Mission Board.

무엇을 기념하느냐에 따라 현재

의 좌표가 정해지고 미래의 목적

지도 정해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광야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첫 발걸

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길갈에 도착한 그들은 열

두 개의 돌무더기를 쌓아 올림으

로 이집트 노예생활에서 얻은 수

치심을 뽑아내어 돌덩이를 굴려

버리는 것같이 과거 역사를 청산

했다(수 5:9).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의 부활

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백

성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에 들어가면서 과거 노예의 역사

를 청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은 부활의 왕국에 입성하면서 죄

의 역사를 청산했다.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

라로 향한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라면 십자가는 죄로부터 구원하

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을 기념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

도인들은 예수의 붉은 피로 흠뻑 

적신 십자가의 복음의 뒷장을 넘

겨 무색투명한 부활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예배

한다. 십자가가 인류가 만들어낸 

죄의 역사를 청산한다면 예수 부

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확증한다. 부활은 ‘예

수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끝

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시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선포한다. 부

활하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

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

매이며 본보기이다. 부활은 죽었

다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

명을 얻은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형이다(고전 15:51-

54). 그래서 부활신앙은 재림신앙

으로 이어진다. 만약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

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

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

고 기념하고 살아왔는가? 한국교

회는 어떤 방법으로 기념탑을 세

워왔는가? 미주 한인교회는 무엇

을 소망하고 있는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잊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는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의 정치

와 교회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산

다.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했던 유

대인들은 조상의 죄마저도 자신

들의 죄로 동일화함으로 회개의 

신학을 만들어냈다. 제사장들만

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

던 선지자들마저도 상처받은 바

벨론 이민자들을 위로했다. 왜냐

하면 거대한 이방신전과 물질만

능주의에 빠져 사는 바벨론 사람

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과 위로의 신학은 포로생활로부

터 귀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회개와 위로의 신학

은 성전을 재건축하고 백성의 심

령을 새롭게 하는 부흥의 씨앗이 

되고 터전이 되었다. 

  미주 한인교회는 이민자들을 

위한 위로의 신학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회개 없는 위로의 신학은 

위험하다는 것을 현실로 경험하

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유대인

들처럼 쓰러진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위

로를 갈망하는 이민자들에게 회

개 없는 십자가를 설교하고 십자

가 없는 부활을 설교하지는 않는

가? 최근 한국 사회도 위기상황의 

한계를 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 상

처와 분열로 얼룩진 민심이 치유

되길 기대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세상은 죄악의 한계

상황을 넘고 있다. 이민 교회들도 

한국 교회들도 살얼음판을 걷는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한국 교회 

안에 태극기가 들어왔다. 그러나 

태극기 그늘에 십자가가 가려지

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은 느

끼지 못하는 것 같다. 독일에서 나

치를 상징하는 깃발이 교회 안으

로 들어 왔을 때,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와 같은 신학자와 목

회자들을 중심으로 양심과 신앙

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박 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극

단화된 한국 사회의 구조를 잘 반

영해 주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는 찢어지고 분열된 민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제 촛

불과 태극기는 어원적 지시어를 

넘어 과거 역사를 기념하는 집단

의식을 표현하는 행동언어로 바

뀌었다. 촛불은 정유라의 이대 부

정입학과 태블릿PC의 공개로 밝

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하

나씩 베일을 벗으면서 불통으로 

일관된 박근혜 정권을 향해 나타

난 민심의 폭발이었다. 그렇다면 

태극기는 무엇인가? 왜 대통령 탄

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태극기

와 성조기까지 들고 나왔을까? 무

지한 백성들이라도 선동해서 그 

어려운 국면을 탈피하려는 궁여

지책이었을 것이다. 벼랑에서 지

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

을 게다. 하지만 들어나는 객관적

인 사실들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 

되었고 급기야는 구속되었다. 

 이제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촛

불 집회이든 태극기 집회이든 서

로 다른 집단의 의식을 표현하는 

행동언어가 표출되었다. 문제는 ‘

촛불과 태극기를 들게 하는 원인

과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정치

적인 이유로 촛불을 들든 태극기

를 들든 나름대로 자유로운 선택

을 할 권한이 있다. 물론 그리스도

인들이 사회를 향해 자신의 신앙

과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

고 권장 할만하다. 태극기 집회에

서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그리

스도인들과 일치된다면, 참 큰 문

제이다. 

  촛불은 촛불로 남고 촛불로 기

억되게 해야 한다. 태극기는 원래 

태극기로 남아 모든 사람들이 나

라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기념물

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는 십자가

로 남아야 한다. 흉하고 거친 예수 

십자가지만 죄 용서와 영생을 주

는 사랑의 십자가로 기념해야 한

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나 자신

의 몸을 불태우며 베푸는 구제라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빈 껍질

만 남는다. 십자가가 빠진 부활은 

그저 잔디를 덮어 놓은 무덤에 불

과하다. 예수 부활을 찬양하고 우

리의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을 확인하는 부활절에 우리

는 다시 한 번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의 아침

을 맞이하기로 하자.

기념과 부활

시론(時論)미주

최선범 목사

멜본중앙교회(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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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지방회는 지난 4월 2일 메

타리한인교회(Metairie Korean 

Church)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

배를 드리고, 2017년도 2분기 지방

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루미지방회 부회장 이용구 목사(반

석한인침례교회, Shreveport, LA)

는 루이지애나주총회 아시안코디

네이터(LBC Asian Coordinator)이

기도 하다. 이용구 목사는 마태복

음 16장 19-20절을 본문으로 “천

국의 키”라는 제하의 은혜로운 말

씀을 나누어 많은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시작한 성도들과 목회자가

족을 격려했다. 

메타리한인교회(Metairie Ko-

rean Church)의 담임 전우일 목

사는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

를 준비하면서 상당수가 초신자이

고 그 중에는 최근에 침례를 받은 

성도들도 있어, 사실 교회의 큰 행

사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해 반신반의했는데 행사

를 갖고 나서 ‘성도들과 교회들이 

연합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지 몰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대

가 된다면서 소망을 갖게 된 분들

도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창립 1주

년 예배였습니다”라며 소감을 전

했다.

메타리한인교회는 작년(2016) 

부활절에 첫 예배를 시작했다. 사

실 교회의 전신은 뉴올리언스제일

한인침례교회인데 법정소송을 4

년 동안 하면서 성도가 한사람 남

은 상태였다. 그때에 전우일 목사

도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국교단

[LBC(Louisiana Baptist Conven-

tion)과 NOBA(New Orleans Bap-

tist Association)]을 먼저 움직이

셔서 이 두 기관이 협력하여서 메

타리한인교회의 마더처치인 First 

Baptist Church Covington 과 코

리안 미션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

왔다.

떠나려던 전우일 목사 가족에

게 “떠나지 말고, 같이 사역을 하

자”고 먼저 제안을 해온 것이다. 현

재 메타리한인교회(Metairie Ko-

rean Church)는 미국교회인 First 

Baptist Church Covington에서 세

운 캠퍼스교회이다. 교회 주소는 

3501 Severn Ave. #9 Medairie, 

LA 70002 이다.(문의: 504-427-

4590)

한편, 루미지방회는 2017년도 

2분기 지방회 회의를 마치고 다

음 날 아침(4월 3일)에는,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LBC, Hispanic 

Catalytic Church Planter Strate-

gist]인 Calros Schmidt와 [NOBA, 

Church Health Strategist]인 

Leroy Fountain과 함께 ‘건강한 교

회, Multi-Ethnic Church’에 관하

여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세미

나를 가졌다.

/ 미주=채공명 부장

메타리한인교회,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려
기적적으로 시작된 메타리한인교회, 감사예배로 도약다짐

말씀을 전하는 이용구 목사 환영사를 전하는 전우일 목사

▲ ‘건강한 교회, Multi-Ethnic Church’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 창립 1주년을 맞는 메타리한인교회 성도들

미국 남침례회(SBC) 소속 전문

연구기관인 라이프웨이연구소의 

톰 S. 레이너(Tom. S. Rainer) 박

사는 3월 30일 미국 크리스천포

스트에 ‘교회가 당장 바꾸지 않으

면 죽게 될 9가지 요소들 ‘을 소

개했다.

레이너 박사는 칼럼에서  “또 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면서”이 교회는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날들이 있었을 것이

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일부 사

람들은 이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

라고 예상해 왔었다. 결국 문을 닫

는 교회 수가 늘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레이너 박사는 “대부분의 교회

들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변

화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나

는 이러한 교회들을 ‘급박한 교회’

라고 부른다. 만약 변화가 바로 일

어나지 않는다면, 이 교회들은 곧 

죽게될 것이다. 앞으로 교회들이 

죽어가는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

이라고 전망헀다.

그는 “이러한 변화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

다”면서 변화되어야 할 9가지 요

소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우리는 ‘문화적 기독교’의 죽

음에 대한 한탄을 멈추어야 한다. 

이러한 흐느낌들은 우리에게 어

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교회의 쉬

운 성장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

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교

회에 오지 않는다. 문화적으로 수

용되어야만 교회에 나올 수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기

독교의 사명은 가는 것이지 ‘여러

분 모두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2. 교회가 급격한 변화의 한 가

운데서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장

소라고 보는 우리의 시각을 버려

야 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 속에

서 우리는 위로와 안정감을 찾는

다. ‘교회의 방법, 접근, 사람이 만

든 전통 등은 변화될 수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 변화를 만들기 위

해 이 세상에서 불편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전에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라는 말은 죽음의 선

언이다.

3. 우리는 특권의식(Entitle-

ment mentality)을 버려야 한다. 

교회는 컨트리클럽과 같이 당신

의 특권이나 특전을 누리기 위해 

돈을 내는 장소가 아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가장 나중에 두어야 할 

복음의 전초기지이다. 음악이나 

분위기, 설교의 길이에서 여러분

의 길을 찾으려 하지 말라. 복음을 

위해 죽고자하라. 이는 특권의식

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4. 우리는 행해야 한다. 대부분

은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기보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

는 경우가 많다. 단순하게 먼저 기

도하면서 하나님께 전도의 기회

를 달라고 구하라. 그분께서 당신

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깨닫고 놀

라게 될 것이다.

5.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비성경

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자

도’는 관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교

제는 오락이 아니다.

6. 우리는 사소한 일에 초점 맞

추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6개

월 동안 세부적인 규칙을 놓고 논

쟁한다면 사탄이 좋아할 일이다. 

6개월 동안 전도를 경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7. 우리는 반드시 자학을 멈추어

야 한다. 이러한 비극은 특권의식

과 연관돼 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식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와 관점

이 다른 목회자나 교회 임직원, 교

인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가족들까지 따라갈 수 있다. 왕따

나 빈번한 비판이 교회를 통제하

지 않도록 하라. 스스로 자학하지 

말라. 이는 아군의 포격이 아니다.

8. 우리는 비생산적이 모임이나 

회의를 그만두어야 한다. 모임에

서 매번 지난 주의 삶을 나누기 보

다 모든 교인들이 한 가지 질문이

나 언급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지 않은가?

9.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말하자면, 우

리는 너무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하

고자 한다. 우리는 정말 바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레이너 박사는 “이번 주 약 200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우리 교인

들에게 어떤 극적인 변화가 없다

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

이다. 필요는 매우 급하다”고 했

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 교인

들이여 나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 

당신 교회는 ‘변화될 것인가 아니

면 죽을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복음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

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만들라!”고 조언했다.

/ 미주,제휴=
기독일보 강혜진 기자

교회가 당장 바꾸지 않으면 죽게 될 9가지 요소
문화적 기독교의 죽음을 한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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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3>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7-8절
7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
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
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
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
다로 뛰어 내리더라
 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오십 간쯤 되므로 작은 배
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두 차례 

대면한 제자들은 베드로의 주도

로 고기잡이에 나선다. 밤새 수고

했지만 다 허사다. 작은놈 하나 걸

려들지 않는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세 번째로 만나주시려 이

미 그들 곁에 와 계셨지만, 제자들

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다. 호숫

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지만 

그게 예수님이신 줄은 깨닫지 못한

다. 고기잡이에 나선 제자들이 밤

새 허탕만 쳤음을 아시는 주님은 

대화를 통해 제자들이 철야 노동에

도 불구하고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케 

하시고 이윽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

을 던지라 명하시며 포획을 약속하

신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 따라 그

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다. 밤새 제자들과 숨바꼭질을 했

던 디베랴 호수의 물고기들이 단숨

에 그물에 걸려든다. 철야 작업 내

내 단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지 않

았던가? 그러나 이제는 한꺼번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들어 그물

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다.

그제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

아보고 이를 베드로에게 일러준다 

(21:7). 요한이 어떻게 바닷가에 서 

있던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차렸

을까? 아마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일 게다. 누가

복음 5:1-11에 따르면, 예수님께

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밤새 허탕을 친 뒤 주님의 도

움으로 기적적 포획을 경험한 일이 

있었다. 누가복음 5:1-11의 기사

는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에게 더 

집중하고 있지만, 그의 동업자 야

고보와 저자 요한도 그 자리에 같

이 있었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 (눅5:10-11). 사 복음서

를 통틀어 예수님의 개입으로 기적

적 대량 포획을 이룬 사건은 단 두 

번 등장한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5:1-11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요한

복음 21장이다! 처음 갈릴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와 거의 

동일한 포획의 기적이 요한으로 하

여금 해변에 서 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

식하게 했을 것이다.

바닷가에 서서 기적적 포획을 가

능케 하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이야기를 듣

자마자 베드로는 작업하느라 벗어 

두었던 겉옷을 얼른 두르고 허리띠

를 졸라맨다. 고기잡이 작업을 위

해 겉옷을 벗은 채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겉옷을 둘러 주

님에 대한 예의를 갖춘 후, 베드로

는 주저 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진

다.  겉옷을 갖춰 입고 헤엄치는 것

이 불편하겠지만, 베드로에겐 예수

님에 대한 예의가 편하고 불편하고

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다. 불과 

육지로부터 100야드 (=91.44m) 가

량 떨어진 가까운 지점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터라 다른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와도 오래 걸리진 않으

련만 베드로는 단 일초라도 주님을 

빨리 뵙고자 하는 열망에 하던 일

을 모두 중단하고 포획한 물고기도 

다 뒤로 한 채 단 한 치의 주저함

도 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진다. 주

님을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었는

데, 정작 물에 몸을 던진 것은 베드

로다. 어찌 보면 좀 과장된 듯한 베

드로의 행동은 바다 위를 걷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칼을 마구 

휘둘러 대제사장 종의 귀까지 잘

랐던 그의 과단성과 특심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진리를 좇지 않는 열심은 위험하

다. 하지만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

에도 삶과 사역에 대한 열정이라고

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를 자주 주

변에서 경험한다. 사실 나 자신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도 자문해 본

다. 그 가운데 베드로의 과단성과 

특심이—비록 위험성을 적잖이 내

포하고 있을지언정—귀하게 느껴

진다.  주님 계신 곳이라면 만사 제

쳐 놓고 나아갈 수 있는 베드로의 

열정이 과연 우리 가운데 살아 있

는가? 혹시 주변에서 일초라도 주

님을 먼저 뵙고자 물속으로 주저함 

없이 몸을 던지는 베드로 같은 행

동을 볼 때, 그것을 과장되고 형식

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

가? 그런 비판을 통해 우리 안에 주

님 향한 열정이 사라진 것을 정당

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따라 베드로의 “거룩한 낭

비”가 그립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요 21:7)   

< 계속 >

미드웨스턴 신학칼럼(미주)

신학교 시절에 수염이 덥수룩하

고 온유하게 생긴 한 설교자의 설

교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피아노

를 잘 치는 설교자였다. 신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 그는 직

접 피아노를 치면서 예를 들어 설

교하였다. 그가 예를 들은 곡은 ‘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이었다. 그는 노래가 운율

을 따라 곡이 진행되는 것처럼 설

교도 음악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설교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그의 특이한 접근의 설교에 

매료되어 약 40분 동안 숨을 죽이

고 그 설교에 빠져 들었다. 그 설

교자가 미국 내 ‘이야기 설교학’

의 선두 주자 중 하나인 유진 로

우리(Eugene L. Lowry) 박사였

다. 그는 미주리 주 캔사스 시에 

있는 성바울 신학교의 은퇴 설교

학 교수이다. 그는 35년이 넘도록 

설교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전하라

고 설교자에게 도전한다. 그는 그

의 저서 “이야기식 설교구성”(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에서 그동안

의 설교 형태를 ‘짜집기식 설교’ 

혹은 ‘건축식 설교’라고 꼬집으며, 

자신은 전통적인 설교 형식에서 

벗어나 “이야기식 예술 형태로서

의 설교”를 만들려고 하였다. 이야

기 설교를 고집하는 그는 “설교란 

설교자와 청중간의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논리를 따

르는 시간 안에서의 일어나는 사

건(event-in-time)이다”라고 설

교를 정의한다. 로버트 콜만이 “하

늘을 향하여 우리가 청구할 수 있

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의 보혈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

경의 이야기를 설교할 때, 모든 설

교자들의 임무는 “복음에 기초한 

생각을 설교학적으로 탄생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로우리 

박사는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설교를 하나의 “예술 형태”로, 설

교자는 자신을 “예술가”로 인식해

야 한다고 말한다. 

로우리 박사는 “설교자여, 준

비된 스토리텔러가 되라”(How 

to Preach a Parable: Designs 

for Narrative Sermons)에서 설

교자가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설

교하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누구

나 다 아는 이야기를 어떻게 지

루하게 또 이야기하느냐’는 것이

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이 성

경 본문을 읽고 나면 그 성경의 이

야기가 꽤 복잡하고 길며 온전히 

매듭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 것이

다. 그래서 설교자는 상황을 설명

하는 자료나 현대에 맞는 실례를 

들기 위하여 크게 본문 이야기로

부터 떠날 필요가 없다. 거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경 이야기 자체

에 포함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성

경 이야기는 설교이기 때문에 설

교자가 성경 이야기를 시작한 후 

해설이나 다른 자료를 위해 그 이

야기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이야

기의 흐름으로 되돌아가는 방식

과 비교할 때, 이 방식의 설교의 

전달은 쉽다.” 그는 “설교는 이야

기(The Story)이며, 그러므로 우

리의 임무는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야기를 만들어, 그것의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지 결코 조직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이야기는 

학문적인 용어로 내러티브(nar-

rative)라고 한다. 내러티브는 시

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의 이야기들이다. 한 사람이 어떤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

고 할 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야기로 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

러티브는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

다. 내러티브(narrative)와 스토리

(story)를 우리말로 ‘이야기’로 번

역하는데, 학자마다 두 용어를 구

분 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구분하

기도 한다. 유진 로우리는 내러티

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

가 의미하는 이야기식 설교는 특

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 사건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

속적인 갈등이 지나고 극적 반전

으로, 그리고 대단원의 끝으로 이

어가는 이동이다.” 로우리의 정의

에 의하면, 내러티브 설교는 사건

의 이야기에 설교자의 해석이 더

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내

러티브와 스토리를 구별하기 위

해 “약”(medicine)이란 단어를 사

용한다. “약”이란 단어는 이미 제

조된 병 안에 들어 있는 약 자체

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사의 처

방과 제조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의 약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로

우리는 약 자체를 스토리라고 한

다면, 처방과 제조를 포함하는 것

을 내러티브라고 설명한다. 그러

므로 설교자는 성경의 수많은 이

야기를 통해 이야기 설교 혹은 내

러티브 설교를 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이미지로 설교하라 (12)

권석균 목사

남침례신학교 설교학박사(Ph.D.)

 루터라이스신학교 객원교수

 아틀란타지구촌교회 담임 성경-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가득한 책 ②

잭슨빌제일침례교회

3202 Atlantic Blvd Jacksonville, FL 32207

904-396-6411, 904-534-3236

이종오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델믿음교회

3390 S. Puckett Rd. Buford GA 30519
Tel. 678) 334-1115 / danyseo@gmail.com

서성봉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거스타한인교회

2723 Meadowbrook Dr. Augusta, GA 30906
Tel. 706-504-4528 / 901-240-2171

이종만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두카글로벌한인교회

2541 Olivet Church Rd. Paducah, KY 42001

kpc929@hotmail.com   937-369-1391

최광평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가페침례교회

3939 Birchwood Ave., Skokie, IL 60076-3907
847-910-0241   www.agapekoreanbaptistchurch.org 

ahnyoungbae@hotmail.com

안영배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사랑하는 침례교단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훼이트빌제일침례교회

205 E. Stonewall Ave Fayetteville GA 30214
john@fayettevillefbc.org (770) 719-9599

김상민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8515 GreenvilleAve. Suite N218 Dallas,Texas 75243
214-584-4530/972-897-9830

http://www.kasmdallas.org, kasmdallas@hanmail.net / gmail.com

윤유종 상임대표

“교회여! 예수의 열정의 마음으로 

네 민족을 구원하라”

“Rescue your people with the pas-

sionate heart of Jesus”

콩코드한인침례교회

5000 Hiller Ln Martinez, CA 94553

925-228-3747   www.ckbch.org

고석진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 주 침 례 신 문 의  문 서 선 교  후 원  교 회  및  단 체

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213)-383-4982

박성근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훼이트빌한인침례교회 은혜와진리교회

이스라엘 알리야 선교회

6873 Clifdale Rd. Fayetteville, NC 28314

목회자실 (910)867-5118, 사무실(910)867-5120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EL: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현승헌 목사 최국현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시내티능력침례교회

8501 Montgomery Rd. Cincinnati, OH, 45236

513-382-1421   www.powermission.net

이성권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EL 310-370-5500 / Email gccoftorrance@gmail.com

김우준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석한인침례교회

2219 Brownlee Rd. Bossier City, Louisiana 71111

318-741-3132   www.bansukamen.com

이용구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린우드한인침례교회

200 Sunset Blvd., Greenwood, IN 46142

317-882-5336

김태두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광침례교회

4963 West Price Road, Suwanee, GA 30024

limjohnk@gmail.com   770-910-6049

임경철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킬린한인침례교회

113 S. 8th St. Killeen, TX 76541
254-526-8866 / lewkmbc@hotmail.com

류복현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 주 침 례 신 문 의  문 서 선 교  후 원  교 회  및  단 체

랄리제일한인침례교회

8905 Ray Rd., Raleigh, NC 27613

Tel. 919-870-9070/919-870-0291(F)

최동갑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우리침례교회

1225 N. Josey Ln., Carrollton, TX 75006
972-242-3942

오인균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쉬빌연합침례교회

240 Tusculum Rd., Antioch, TN 37013
Tel. 615-781-4949/615-781-9010(F)

이행보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침례교 총회(총회장 유관재 목

사)와 경기도침례교연합회(대표회

장 안동찬 목사, 사무총장 김갑선 

목사, 경침연)는 지난 3월 24일 수

원중앙교회(고명진 목사)에서 경

침연 소속 목회자와 성도 5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는 침례교 총회의 광역별 

기도회의 일환으로 경침연의 주최

로 진행했다. 경침연 사무총장 김

갑선 목사(정금등대)의 사회로, 상

임회장 서정용 목사(예목)의 대표

기도, 유은성 전도사의 특별찬양이 

있은 뒤, 경침연 직전 대표회장 반

종원 목사(수원)가 “이 땅 고쳐주소

서!”(대하7:11~16)란 제목으로 말

씀을 전했다.

“지금의 우리의 세상은 불안의 

근심의 미움의 전염병이 들어있다. 

어떠한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

황”이라며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

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

며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능

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부르짖어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하자”고 전했다.

설교 후 침례교 총회 농어촌부장 

조용호 목사(칠산)가 총회 주요 사

역에 대해 광고하고 총회장 유관재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유관재 목사는 “침례교회가 나라

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불길을 일

으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며 함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

이 의미가 있다”면서 “침례교회가 

기도의 운동, 부흥의 운동이 새로

운 역사를 쓰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자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기도

의 불길을 일으켜주시기를 부탁한

다”고 당부했다.

수원중앙교회 찬양팀과 경침연 

대표회장 안동찬 목사의 진행으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총회와 경기도를 위해 △개교회 

부흥과 목회자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경침연 선교부장 박재각 

목사(염광)와 평신도부장 조병일 

목사(성은중앙), 공보부장 이길연 

목사(새생명)가 대표로 기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경침연 지도위

원 김재명 목사(영광)가 만세삼창

을 선창하고 애국가를 제창하고 기

도회를 마쳤다.

기도회 이후에는 침례교 총회장 

유관재 목사가 경침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총회 현안인 연금제도 제

정에 대한 설명과 기타 현안에 대

해 의견을 나눴다. 

/ 한국,수원=이송우 부장

“주여,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소서”
   침례교 총회·경침연 나라와 민족 위한 구국기도회 개최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총장 자리

가 7개월 째 공석이다. 총장직무

대행 체제가 가동되고 있지만, 긴 

행정공백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

영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환진 총장직무대행은 최근 “

학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학교 살림이 붕괴되고 학생들에

게 장학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사회에 조속한 총

장 선출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

하기도 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

는 지난해 5월부터 박종천 전 총

장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

를 열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총장후보 추천과정에서 불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사회가 둘

로 쪼개졌기때문이다. 지난 해 8

월 박종천 총장의 임기가 끝났지

만 이사회는 총장 선출을 위해 머

리를 맞대기보다 주도권 싸움 양

상으로 전개됐다. 

학내 파행을 보다 못한 감신대 

총동문회(회장 남문희 목사)는 지

난 3월 28일 감신대 정상화를 염

원하는 기도회를 열고, 학교 정상

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기

도회에는 총동문회 임원들과 교

수,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감신대 총동문회는 선언문에서 

“감신대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사망선고를 받기 직전의 상황”이

라고 진단했다.

총동문회는 이어 감신대 파행 

원인으로 ‘교수와 이사회 내부의 

심각한 갈등’, ‘총장 선출 파행’, ‘무

리한 이사회 정관개정’, ‘교수들의 

정치적 행보, ‘피차간의 고소고발’ 

등 5가지를 들었다. 그러면서 학

교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의 결단

을 촉구했다.

감신대 총동문회는 “이사들이 

교단법과 사학법의 규정상 불일

치를 이용해 이사직 임기를 비롯

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고소고발 사

태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사회

는 맡겨진 소임을 다해 학교를 살

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편협한 진영논리를 내려놓

아야 한다”며,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사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리한 학내 분쟁으로 표류하

는 감신대에 대한 위기의식도 표

출했다.

총동문회는 “양 진영의 이해관

계가 창끝처럼 대립하면서 감신

의 영성과 학문성은 한없이 추락

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신입생 

미달사태에 대한 안이한 대처 등

을 보면서 왜 교육부 대학 평가에

서 최저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

지 절실히 느끼게 된다”며 안타까

워했다.

아울러 감신대 총동문회는 동

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

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한국, 제휴=
CBS노컷 송주열 기자

'총장 선출 파행' 감신대 동문들
"감신 사망 선고 직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

장 이영훈 목사, 한기총)는 지난 

3월 13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8-2차 임원회를 열고 (사)한

국교회연합(한교연) 통합 추진

과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

다. 회의는 회의점명 결과 40명 

참석, 10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

었고,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제28-1차 임시총회의 건으로 

상정할 안건 중 제28-1차 임원

회에서 7.7 정관을 중심으로 한 

정관개정의 건을 통과시켰는데, 

군소교단의 몫이 적다는 입장을 

반영해 정관 제5장 제18조 3항 

상임회장을 8인 이내에서 9인 이

내로 변경하고 예장합동, 통합, 

대신, 기감, 기하성, 기성, 기침 

각1인, 군소교단 대표 2인으로 

했다. 운영세칙에서는 기존 교단

에 한 해서는 교회수가 200개가 

되지 않더라도 총회대의원 및 실

행위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정관, 운영세칙과 관련해

서는 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지

만,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에

서 최종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

에 상정하는 것으로 했다. 임시

총회는 오는 4월 7일 금요일 오

전 10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

층 대강당에서 하기로 했다. 종

교개혁 500주년 사업의 건은 보

고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 대표회장에게 

위임한 한교연과 통합의 건은 위

원장에 엄기호 목사를 임명하고, 

위원을 구성해서 진행하기로 했

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

서 이재응 목사(공동회장)가 기

도했고,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창세기 1장 1~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회의는 이용규 

목사(증경대표회장)의 폐회기도

로 마쳤다.

/ 한국=이송우 부장

한기총, 한교연
통합 위원회 구성 진행

침례교 총회와 경침연이 함께 진행한 구국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합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이 지난 3

월 34일 육개장 전문 브랜드 ‘육대

장’(대표 이진수, 최현욱)과 후원협

약을 맺었다.

이번 후원협약은 육대장 직영점 

5개를 기아대책이 선정하는 ‘기적

의가게’로 위촉하고 매출의 일정

액을 기아대책에 기부할 수 있도

록 했다.

이날 기적의가게로 위촉된 육대

장 5개 매장은 기아대책 식량사업

을 정기후원하며, 매장에 스마트

저금통 ‘기대함’을 비치해 손님들

이 나눔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

다. ‘기대함’은 후불교통카드나 모

바일 결재수단을 이용해 간단히 기

부할 수 있는 기아대책의 기부단말

기이다.

또한 육대장 임직원들은 월 1회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엘림지역아

동센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며 

직접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다.

/ 한국=강신숙 부장

기아대책 ‘육대장’과 후원협약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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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김일성 수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란 표어를 북

한 방방곡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김일성 수령께서 북한 주

민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느

냐?”라고 간부에게 물어보았습니

다. 그가 말하기를 “수령님의 주체

사상의 유훈을 우리 인민들은 영

원히 받들어 모십니다”라고 답했

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수령의 나

라입니다. 즉 북한의 하늘, 땅과 바

다 그곳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

의 존재의 사상과 유사하다고 하

겠습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조국의 하나님, 즉 수령님을 믿습

니다. 목사 선생은 왜 다른 나라의 

신을 믿습니까? 조국에 오시면 조

국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도리어 전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

저는 어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

냐?”라고 합니다. 신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이며, 혹 죽었다가도 다

시 살아나야 신이라며 부언을 합

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언

행 심사로 죄를 지었기에 죄를 용

서받아야 죄 없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상에 그

분만이 죄의 삯인 죽음(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믿는 우리

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에 찬 음성

과 모습으로 저들에게 알려주었

습니다.

그중 한 간부가 “아니 죽은 사람

이 어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

런 자작극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며 냉소적 말투로 대들었습니

다. “아니, 당신 그것도 모르시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야 다시 살아나지 않소? 조국에 

농사를 짓은 사람이면 다 이 사실

을 알 것이오”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그건 곡식이고 사람

이 죽으면 다시 산 사람 보셨습니

까?”라고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지 말이 맞소이

다.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

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죄의 값인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

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

간 누구도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 누구도 죽음의 권

세를 이기고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

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에 죽으시고 무덤을 여시고 죽음

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라

고 신앙 선언을 했습니다.

그 간부는 “우리는 그런 것 배우

지도 않고 모름니(네)다”라고 하

며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

다. 안내원이 대화를 듣고 “윤 목

사님, 우리네 사람들 반(反) 기독

교입니(네))다. 그리고 그런 사상 

우리에게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를 합니다. 제 자신에 말하기

를,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고, 이

제는 성령께서 주고받은 대화를 

저들의 영혼 깊은 곳에 살아나게 

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부활절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

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네… 불러보기만 해도 영육이 

시원해집니다. 죄의 덩어리로 억

눌려 살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죄의 대가인 죽음

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

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평화와 소망되

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

양을 드립니다. 내일을 모르지만 

내일을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시

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

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넉

넉히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

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기에 우리의 영생을 온전히 이루

셨습니다. 이제는 땅에 소망을 두

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

온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

짐해 봅니다.

북한의 부활사상

(고전 15:20,21,45)

윤유종 목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미주)

방북 구호선교 이야기 (96)

    

  

 

2. 병원 환자 사역을 위하여 

- 강원도 도 인민병원에 필요한 약품과 의료기구를 

지원함 

- 올 9 월경  안과의사 선교팀, 강원도 원산 

인민병원에서 의료활동 예정 지원 및 달라스 

치과의사 구성 중에 있음. 

효과적인 북한구호를 위해 1인 1구좌(월 $10)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상임대표 : 윤유종 목사(214-587-6254), kasmdallas@hanmail.net, www.kasmdallas.org 총무 : 정진영목사(469-579-9281), jyoung633@gmail.com 

북한구호 선교헌금 보내실 곳                    
우편으로 : Payable to KASM-Dallas, 8515 Greenville Ave. Suite N218 Dallas, TX 75243                
온라인 뱅킹 : United Central Bank (KASM-Dallas), A/C# 1047646 / Routing # 111914852 

정부 비영리 기관 승인 (Non-Profit Organization)                             
텍사스 주 규정과 연방 국세청의 규정 501(C)(3)에 따라 인가 받은 비영리기관으로 헌금하신 금액은 전액 소득신고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로 동참해주시고 기도로 후원해주십시오! 
매달 첫째 주일 오후 5시 30분에 북한구호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기에 다 함께 주님의 심정으로, 북한동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르짖기 원합니다  
 

3. 식량 지원 사역을 위하여 

- 강냉이 120 톤 과 밀가루 국수 20 톤 ( 6 월 과 10 월에 각가 

  강냉이 60 톤 과 밀가루 10 톤). 

- 식량지원은 북한 강원도 원산시 와 문천시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및 중등학원 그리고 원산 도 인민병원 환자들에게 

  배급됩니다. 

- 미국과 탈북자들이 추천하는 양해문작성으로 식량지원은 

  투명하게 배급됩니다 

4. 학교 학생 사역을 위하여 

- 북한에 있는 학교에 ‘평화통일 축구공’ 10 개씩을 

공급합니다. (총 2 만 6 천개 : 한 개당 $11 불) 

- 올해 미주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축구팀을 

모집하여 11 월중 원산 중등학원과 

축구시합으로 사랑의 교류를 일으킴 

1. 이산가족 상봉 사역을 위하여 

- 이산가족 만남 추진(미주지역에 북한의 가족을 만나기를   

  원하는 실향민을 찾아 만남을 주선합니다) 

 

북한 구호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난해 최악의 국정농단으로 벌어진 나라의 혼란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과 이어진 구속 수사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차디찬 바닷

속에 가라앉은 세월호도 3년만에 모습을 드러내며 비수습자 가족들

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 다른 슬픔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5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국가 정치는 대선 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한 감정과 보복적인 경제 

조치,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력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화합과 협력보다는 갈등과 고

통, 슬픔과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침례교회

는 한국교회의 아픔이 바로 신앙인 스스로의 회개와 변화에 대한 무

감각이라 여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 구국기

도회를 개최하며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계에서 활발하게 전게되고 있는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에 동참하며 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하나

되어 성경적 회복을 외치고 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온갖 고통을 감당하고 결국 

육신의 죽음으로 사망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순간이다. 그리고 그 놀

라운 구원의 소식은 초대교회를 거쳐 로마와 유럽, 아메리카, 아시

아를 거쳐 우리에게 전해지며 세상을 향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도 여전히 고난의 길이 끝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내며 우리 또한 고난의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

을지 의문스럽다.

여전히 분열된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은 미지수이다. 통합의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 적어도 연합기관 통합의 로

드맵조차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세는 날로 감소하면

서 미래의 교회의 중추 사역자들인 주일학교와 학생, 청년들은 교회

를 등지고 있다. 넘쳐나는 목회자들의 수요는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

운 현실이 되면서 생활전선에 뛰어든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 교회내 

윤리적인 문제로 목회자와 성도간의 갈등으로 법적 소송과 폭력사

태까지 빚어지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정통 신앙을 

위협하고 미혹하며 한국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단 사이비 세력의 

성장은 진정한 복음의 진리가 서기 위태롭게 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한국교회의 위기는 침례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

에 놓여 있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기관의 파행 운영과 교회 내 갈등, 

이단 사이비 세력의 침투 등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나가야 할 숙

제들이다. 대화와 지혜로운 협력으로 우리의 지상 과제인 하나님 나

라 확장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이뤄내야 한다. 자신의 정

치적인 견해나 이해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이 먼저일 것이다. 위기의 침례교회가 아닌 기회의 침례교회, 회복의 

침례교회로 다시 일어나야 할 때이다.

침례교가 이 땅 조선에 전해지고 말씀 중심의 교단으로 세워졌던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어떠한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 침례교회 선진들의 담대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교회 성장과 교단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

을 다 바쳤던 선배 목회자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남침례교

와 협력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며 목회 사역을 고민하고 

연구해 온 성과물들을 다시금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부활의 복된 소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담대

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침례교회가 먼저 바로 서고, 먼저 성경

을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빛과 소금의 침례교회

社說 사설 <한국>

CTS기독교TV 영서방송(지시장 

이상일 장로)은 지난 3월 25일 남

원주교회(곽도희 목사)에서 CTS영

서방송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감사예배는 CTS영서방송 

사무총장 최규명 목사(원주충정)

의 사회로 CTS영서방송 영월운

영이사장 남상욱 목사(영월중앙

감리)의 기도, CTS영서방송 위원

장 남승화 권사(단구평강)의 성경

봉독, 남원주교회 코람데오찬양단

의 특별찬양이 있은 후, CTS영서

방송 전운영위원장 유풍덕 목사가 

“영적 파수꾼”(겔3:16~19)이란 제

목으로 말씀을 전한 뒤, CTS영서방

송 전이사장 이대식 목사(가현)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취임식에는 CTS영서방송 

지사장 이상일 장로의 사회로 CTS

영서방송 영상사역보고, CTS기독

교TV 부회장 이민우 목사가 인사

말을 전하고 3대 이사장 이상표 목

사(온누리)와 4대 이사장 곽도희 

목사에게 공로패 및 위촉패를 수

여했다.

CTS영서방송 3대 이사장 이상

표 목사는 이임사에서, “지난 4년

간 CTS영서방송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기에 영상선교를 통

해 하나되고 함께 협력의 길이 더 

확장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CTS영서방송 4대 이사장 곽도

희 목사는 취임사에서, “현 세대는 

위기와 혼란의 시대 가운데 한국교

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깨워 

일으켜야 할 때이다. 이 말씀과 기

도를 CTS영서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전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동역

하며 순수복음방송의 사역을 잘 감

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밟혔다.

이어 원주시 원창묵 시장과 원주

시의회 박호빈 의장, 가나안농군학

교장 김범일 장로의 축사, (사)한국

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양명

환 목사(횡성감리)의 격려사, CTS

영서방송 전운영위원장 박상혁 목

사가 권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이 인사말을 

전하고 침례교총회 총회장 유관재 

목사(성광)와 침례신학대학교 총

동문회장 장경동 목사(대전중문), 

원주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오황동 

목사(원주순복음)가 영상으로 축

하메시지를, CTS영서방송 운영이

사 남현준 목사(함께비전)가 축가

로 취임식을 마친 뒤, 한국복음화

운동본부 공동총재 김원춘 목사(세

계로열린)의 오찬기도로 모든 순서

를 마쳤다.

CTS영서방송는 강원지역 복음

화를 위한 영상선교사역을 감당하

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라디오 방

송을 준비 중에 있다. 제4대 이사장

으로 취임하는 곽도희 목사는 기독

교한국침례회 총회장을 역임했으

며 침례교부흥사회 지도위원, 원주

시교경협의회 지도위원, 원주교도

소교정교화 위원, 원주시기독교연

합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남

원주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 한국=이송우 부장

▷ 미주지역 기사는 한국 침례
신문사를 통해 기독교한국침례
회의 모든 침례교회로 보내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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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05-701-144029

위원장 최보기 목사 / 010-5286-3586

한국 ₩ 캐나다
말콤C. 펜윅 선교사 기념관 설립추진위원회

미주남침
례회한인교
회 제 31차
정기총회가
지 난 6월
18~21일 메
릴랜드주 워
싱턴D.C에
위치한 웨스
틴호텔에서
개최됐다. 
제31차 정

기총회는 540
여명의 대의원과 217명의 자녀들이
등록했고, 100명의 자원봉사자와 예
배마다 동참한 성가대를 포함 900여
명이“교회세우기”라는 주제로 한데
어우러진대규모축제였다.

2박3일의일정은매우다채롭고짜
임새 있게 진행됐는데 월요일인 첫날
오후2시부터 등록이 시작된 정기총
회는 저녁식사 후 제1부총회장 김승
호 목사(산돌)의 사회로 개회 예배를
드렸다. 지구촌교회(김만풍 목사) 경
배와 찬양팀의 찬양으로 문을 연 개
회예배는 정기총회준비위원장 윤병
남 목사(풍성한)의 환영인사 후 신인
훈 목사(풍성한복음선교회)의 기도에
이어 사회자의 성경봉독과 지구촌교
회성가대(지휘 이광규)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찬양 후에 강단에 선 직전 총회장
류복현 목사(킬린한인)는“바나바 같
은 사람”(행 11:19~26)이라는 제목으

로 말씀을 선포해 모든 청중과 특별
히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줬다. 류복
현 목사는 말씀을 통해“이번 총회를
통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
와 같이 목회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
음을 먼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한다”고강조했다.

설교 후 지구촌교회 성가대 지휘자
(이광규)의 특송과 함께 헌금시간이
있었고 봉헌된 예물을 위해 안영배
목사(아가페)가기도했다.

이어 한국에서 참석한 내빈의 축사
가 있었는데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기한침)를 대표해 총회장 배재인 목
사(서머나)가 축사했으며 대전침례신
학대학교 총장 도한호 목사, 기한침
교회진흥원 이사장 장순흥 목사(대
명), 기한침 국내선교부 이사장 정훈
화 목사(신곡)가 각각 교단과 기관을
대표해축하의메시지를전했다. 

축사에 이어 미주남침례회한인총
회(이하 미한침) 총무 엄종오 목사의
광고가 있었으며 다함께 찬송을 부르
고 증경 총회장 길영환 목사(콩코드)
의축도로개회예배를마쳤다. 

개회예배를 마친 뒤 총회는 김만풍
목사, 한영기 목사, 서정구 목사, 문종
성 목사, 조영호 목사 등에게 20년 근
속패를 수여했으며 석정문 목사, 류
복현 목사(미한침 직전회장), 배재인
목사(기한침 총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고 내외귀빈을 소개하는 시간
을 가진 뒤에 김제이 목사(버지니아
제일)의 소개로 각 주에서 참석한 대

의원들을환영했다.
총회장의 소개로 주강사인 김성로

목사(춘천 한마음)가 소개됐고 김성
로 목사는 조성관 목사(워싱턴프라미
스)의 특별찬양 후에 단에 올라 말씀
을 전했다. 세 번의 집회 중 첫 번째
시간부터 김성로 목사는“교회에서
무수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청년들을
가르쳤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
대를 향해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다”
면서“결국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많은 훈련이 아닌‘부활의 복음’을
통해 성경을 꽤 뚫고 성도와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
했다”고힘주어말했다. 

김성로 목사는 오랜 연구와 고민
끝에 직접 만든 교재를 배포한 뒤 단
순하면서도 쉽고, 분명한 메시지를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전해 미주침례
교총회에 참석한 모두에게 큰 도전을
줬다.

손형식 목사(필그림)의 축도로 첫
날 일정을 마친 제31차 총회는 19일
과20일에도말씀과감동이가득했으
며 20일에 있었던 회무까지도 매우
순조롭게진행됐다. 

20일에있었던회무는총무의연임
을 이번 총회에 묻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잠시 있었으나 곧 처리
됐고 관심을 모았던 선거에서는 제1
부총회장으로 섬긴 김승호 목사(산
돌)가 단독으로 입후보 해 만장일치
의 박수로 선출됐으며 입후보자가 없

었던 제1부총회장에는 황준석 목사
(큰믿음제일)가선출됐다. 

또한 총회는 올해 초 메릴랜드주에
서 통과된 동성결혼법에 대항해 600
여 대의원의 반대서명에 의거해 긴급
상정된 안건으로 다뤄 반대를 결의했
고 이를 오바마 대통령과 마틴 오말
리 메릴랜드 주지사 앞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외에도 총회와 함께 또는 총회
일정 속에서 진행된 어린이캠프, 청
소년캠프와 화요일에 진행된 세미나
도 다양한 계층을 위해 실용적으로
준비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새벽
예배, 국내선교의 밤, 해외선교의 밤,
청소년발표회 등이 그 은혜와 의미를
더했고 21일에는 워싱턴D.C관광이
있었다.

2박 3일(관광포함 3박4일) 일정의
미한침 총회는 교단의 현안을 다루기
위해 회무 중심적으로 대의원들만 모
이는 것이 아닌 목회자와 목회자 가
족, 참석자들의 영적, 육체적 충전을
위한 축제로 자리를 잡아 매년 참석
자들이늘고있다.

한편, 미남침례교(S.B.C.) 총회가
비슷한시기인지난19일에루이지애
나주 뉴올리온스에서 열려 몇몇 한인
침례교회 목회자가 일정이 겹쳤으며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와 미남침례
교 사이에 쌓아온 유대관계가 소원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하나
의과제로남겼다.

/ 워싱턴D.C.= 미주 채공명 부장

미남침례회 한인교회 제13차 정기총회 성료

총회장에김승호목사, 제1부총회장에황준석목사선출
메릴랜드주 동성결혼법 긴급상정 철회 결의

총회 건축위원회(위원장 오관석 목
사)는 지난 6월 12일 하늘비전교회
(오관석 원로목사, 오영택 목사)에서
총회 건축위 회의를 진행하고 여의도
빌딩 건축관련 진행사항과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건축위는 완공 예정 시기인
오는 2013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사 관계자를
위로, 격려하고 안전한 시공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데 의

견을모았다. 
또한 건축 관련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기관 입주 등에 보다 현실
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건축위 회의에 앞서 진행된 경건예
배에는 직전총회장 윤태준 목사(대구
중앙)의 사회로, 총회 제1부총회장 고
흥식 목사(영통영락)의 기도, 건축위
서기 김일엽 목사(대광)의 성경봉독,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황인술 목사

(할렐루야)가“우매자와 지혜자”(전
10:1~4)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
며 총회 건축위 사무총장 조근식 목
사(포항)의 광고가 있은 뒤, 총회장 배
재인 목사(서머나)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모임에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유지재단 이사장과 재단국장
명철수 목사, 교회진흥원 이사장 장
순흥 목사(대흥)와 원장 안병창 목사,
국내선교회 회장 최춘식 목사, 총회
총무 조원희 목사 등 교단 주요 관계
자들이 참석했으며 하늘비전에서 회
의경비와식사등을제공했다.

/ 이송우 차장

선관위 제102차 총회 의장단 예비 등록
총회장 예비후보에 고흥식, 김대현, 유영식 등록
제2부총회장 예비후보에 정호인 안수집사 등록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대엽 목사, 서기 장정훈 목사)는 지난 6월 28일 서울 오류동 총회회관 2층 회
의실에서제102차교단정기총회의장단입후보자예비등록을진행했다.

이날 예비등록은 총회규약 제12조와 제15조, 제16조, 선관위 내규 제5조에 의거해서 진행했으며 총회 의장
단 총회장 예비 후보에 고흥식 목사(영통영락)와 김대현 목사(한돌), 유영식 목사(새대구)가 각각 등록했으며
(가나다순) 제2부총회장후보에정호인안수집사(영심)가예비등록했다.

이번예비등록을마친후보자는본등록이전까지의선거운동에대해본인과직계가족만선거운동을할수
있도록했으며그렇지않은후보자는본등록이후에선거운동이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 예비등록(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이
번예비등록은깨끗하고공명정대한선거풍토를만들겠다는취지가담겨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7월 9일 서울 오류동 총회회관에서 선관위 회의를 갖고 본등록 공고와 입후보자 등록
금문제, 후보자공청회에관한안건을가지고논의할예정이다.

/ 이송우 차장

신임 총회장
김승호 목사

우리교단 원로목사회(회장 백화기
목사, 총무 이소영 목사)는 지난 6월
28일 포항교회(조근식 목사)에서 원
로목사회백화기원로목사제10대회
장 및 사단법인 2대 이사장 취임감사
예배를 드렸다. 우리교단 교역자복지
회 회장 황인정 목사의 사회로 진행
된 이날 예배에는 원로회 고문 고승
혁 목사의 대표기도, 원로회 회계 백
철기 목사의 성경봉독, 포항교회 김
정경 목사의 특별찬양이 있은 뒤, 원
로회 증경회장 이상모 목사가“행복
한 사명자”(행20:24)란 제목으로 말
씀을 전했다. 이상모 목사는 설교를
통해 백화기 목사의 목회 성역을 정
리하고 앞으로 원로회 회장으로 새롭
고 행복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줄 것
을 당부했으며 이어 조근식 목사(포

항)의 환영사, 우리교단 증경총회장
김용도 목사의 격려사, 원로회 부회
장 김용문 목사와 우리교단 증경총회
장최보기목사가축사를전했다.

신임회장 백화기 목사는 취임인사
를 통해“총회를 위해 마지막 봉사라
고 생각하며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과
전국교회 목회자들의 목회성공을 위
해, 우리교단 숙원 사업인 여의도빌
딩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원로회 임원

회가 앞장서서 건축헌금을 모아 오병
이어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또한 백 목사는“주님
과 교단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원로
목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
도록 하며 각 지역 16개 지부와 연계
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회원 한
사람 한사람을 섬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원로회 총무 이소영 목사의
광고, 원로회 직전회장 이병욱 목사
의 축도로 축하예배를 마쳤으며 예배
후주요일정은포항교회가섬겼다.

/ 이송우 차장

총회 여의도건축위 회의
건축관련 주요 현안 논의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열정을 쏟을 터”
원로목사회 회장 백화기 목사 취임예배

김민재
광주 하늘교회

회 장

박춘순
전주 대흥교회

부회장

김형선
공주 꿈의교회

2부회장

박춘심
인천 주사랑교회

2부회장

남현자
전국사모회

총 무

김인숙
평택 에덴교회

재 무

어정용
교역자복지회

복지부장

성경애
가평 제일교회

복지부장

전국사모회
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빛도없이.이름도없이 복음의 뒤안길에서 침레교단을 위해 수고하신 홀사모님을 위한 행복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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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 침례신문. 영안교회. 침례병원. 부산지회 연락처 : 남현자 총무 ☎ 011-583-1672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10-3 ☎ 051-749-5500

안나(홀사모)위로행복수련회(4회)

CTS영서방송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신임 이사장에 곽도희 목사 취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는 지난 3월 30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

고 기독신문사와 총신대 재단이

사회, 연합단체 가입 추진 등의 

안건을 보고하고 주요 사안에 대

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실행위원회에선 기독신

문 폐간과 재등록 과정, 총신대

학교 재단이사회 진행 경과, 종

교개혁 5백주년 관련사업 추진 

내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

다. 

연합단체 가입 등과 관련해 한

국기독교총연합회 재가입 안건

이 보고돼 관심을 모았으나, 한

기총이 공문을 통해 복귀를 요청

했다는 점만 보고됐을 뿐 한기총 

재가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

지는 않았다.

/ 한국, 제휴=
CBS노컷 최경배 기자

예장 합동총회 

제101회기 첫 실행위원회

주사랑침례교회 임마누엘침례교회 남부한인침례교회

308 Preston Rd., Pasadena, TX 77053

713-910-6078

1815 E. Center St., Anaheim, CA 92805

714-563-0818 | www.iksbc.org

7658 North Main St., Jonesboro, GA 30236 

470-629-0986

박규석 목사 한충호 목사 박현일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 주 침 례 신 문 의  문 서 선 교  후 원  교 회  및  단 체

새소망침례교회

149 Highland Ave. East, Lansing, MI 48823
517-349-2603/ 517-902-4485

조영호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뉴라이프교회

4130 Technology Place, Fremont, CA 94538

510-657-9191

위성교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워싱턴 지구촌교회 슈가로프한인침례교회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301-460-1656   www.gmcusa.org
1664 Oldpeachtree Rd., Suwanee, GA 30024

770-934-9397   www.sugarloafchurch.org

최봉수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리스빌한인침례교회

187 Browns Lane Leesville, LA 71446

교회:337-537-7850 / 셀폰:337-353-5505 jysong62@gmail.com

송준영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워싱턴 지구촌교회 슈가로프한인침례교회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301-460-1656   www.gmcusa.org
1664 Oldpeachtree Rd., Suwanee, GA 30024

770-934-9397   www.sugarloafchurch.org

최봉수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킬린중앙침례교회

1318 Pershing Dr., Killeen, TX 76549

254-338-1270 / jungthokabul@gmail.com

정태호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버한인침례교회

2659 Mckee Rd., Dover, DE 19904

302-222-2683 / 302-674-8377 /  http://www.ddkbc.com

최영이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일한인침례교회 제일한인침례교회

3030 River Rd., Prince George, VA 23875

804-683-4294

4922 Rucker Blvd., Enterprise, AL 36330

813-598-6520 / jaesoomin@gmail.com

신선상 목사 민재수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팔에 희망을" 네팔 선교 프로젝트 기금 마련 콘서트 성황

선교 기금 마련에 뜻있는 교회와 단체, 개인의 동참 요청

“DCMi는 카트만두 내에 있는 많

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

라 대표적인 미전도 지역인 네팔에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

음이 네팔 사회를 변화시키고 네팔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지난해

에 이어 올해도 미국 워싱턴 주 성

도들이 네팔 복음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DCMi(David Chung Ministries 

International 대표 정태회 목사)

가 지난 1일, 훼더럴웨이 제일장로

교회(담임 최병걸 목사)에서 개최

한 네팔 선교 프로젝트 기금 마련 

콘서트에는 150여 명의 성도와 목

회자가 모여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선교 

기금을 모았다.

이날 찬양 콘서트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총 1만 5천 4백24달러로 작

년에 비해 5천 달러 이상 많은 기금

이 모아졌다.

DCMi 선교회 정태회 목사는 “

네팔 교회의 연합과 부흥, 교회와 

구원의 복음이 네팔 사회를 변화

를 기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심은 

씨앗이 5년 후, 10년 후 네팔 사회

의 각 분야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

고 네팔을 변화 시킬 것”이라고 전

했다.

정 목사는 또한 “네팔 선교 기금 

마련 콘서트는 단지 기금을 마련하

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네팔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그 나라의 백

성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라

며 “아직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만연한 네팔 교회의 200여 명의 지

도자들이 격려와 훈련 받게 될 것”

이라고 소개했다.

네탈 카트만두 기독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기금 모금에 콘서트에 참

석한 텍 다할(Tek Dahal) 목사는 

“DCMi의 네팔 교회 지도자 계발 

프로그램으로 네팔 교계가 하나되

고 있다”며 “DCMi의 지도자 계발 

훈련이 마쳐지면 사역자들이 네팔

의 5개 행정구역으로 뻗어 나아가 

네팔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네팔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힌두교도이며, 기독

교인은 전체인구의 불과 0.5%-

2% 미만인 대표적인 미전도 국가

로, 그 어느 나라보다 복음이 필요

한 땅”이라며 “네팔의 복음화는 곧 

사회를 변화시키고 네팔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 나라의 

소망”이라고 선교의 필요성을 강

조했다.

DCMi 2018년까지 200여 명의 

네팔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컨퍼런

스를 매년 3번 차례 개최해 지도자

들을 개발하고, 복음의 정확한 내

용과 전도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마지막 해인 2018년에는 카트만두

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 카트만

두 복음 전도 대회를 개최할 예정

이다. 소요될 비용은 약 10만 달러

로 추산하고 있다.

정태회 목사는 “DCMi 사역을 통

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방신이 가득한 땅

에서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며 “네팔 선교 프

로젝트는 네팔의 교회를 든든히 세

우고 한 영혼을 넘어 사회와 나라

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소중한 사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나의 시간과 물질, 

헌신보다 가치 있고 훌륭한 일은 

많지 않다”며 네팔 선교의 동참을 

호소했다.

정태회 목사는 “힌두교의 국가에

서 고난을 이기며 헌신하는 목회자

를 격려하는 호텔 저녁 식사 비용

이 1인당 20달러”라며 “카트만두 

목회자 한분에게 호텔에서 따듯한 

한끼를 대접하고 격려하기 원하시

는 600여명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네팔 선교 기금 마련에 동참을 

원하는 교회나 단체, 개인은 미

국에서는 Pay to : David Chung 

Ministries International 주소 PO 

Box 4161 Federal Way, WA 98063 

한국 농협 221133-056641, 국민은

행 284802-018832 (예금주-정

태회) 로 보낸 후 전화 253) 332-

7757 또는 이메일 davidchung.

us@gmail.com , godcmi@gmail.

com 으로 연락하면 된다.

모든 헌금에 대해서는 세금 정산

을 위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한편 DCMi는 정태회 목사를 대

표로 한 국제적인 복음 전도 단체

이며 미전도 지역의 리더를 양육

해 교회를 견고히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DCMi는 건강한 교

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더 나아가 도시와 국가

를 변혁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

고 있다. 

/ 미주, 제휴=기독일보 
김브라이언 기자

▲ 네팔 카트만두 기독교회연합회회장 텍 다할 목사(좌측)

▲ DCMi, 네팔 선교를 소개하는 정태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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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담임 박성근 목사

담임 이호영 목사

담임 김영복 목사

kingdomfc.org

www.hspcatlanta.com

2017 표어 :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리라, Full of Glory, Full of Power’ (출 40:35)

부활의 생명을 온누리에부활의 생명을 온누리에

씨월드침례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담임 위성교 목사

www.gracepeople.com

뉴라이프교회
New Life Church

 “영적 기쁨과 삶의 만족이 있는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창립자: 폴김 목사, 김금하 전도사

버클랜드침례교회

부활하신부활
예수 그리스도예수

최성은 담임목사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FBC

예배에 생명을예배에 생명을 다하는다하는교회교회Worshipping ChurchWorshipping Church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www.tfbc.orgwww.tfb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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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침례신문사

대표전화: (678) 200-2080 MAIL: PO Box 81152 Atlanta, GA 30366

OFFICE: 1795 Buford hwy, Building B, Duluth, GA 30097/www.bpnews.us

▣ 발행인/이사장: 임경철 목사 ▣ 사장: 심윤수 목사 ▣ 편집부장: 채공명 목사

▣ 회계/행정: 심한나 사모       ▣ 기획/행정: 설동연 사모

제일한인침례교회

3030 River Rd., Prince George, VA 23875

804-683-4294

신선상 목사

그린빌제일한인침례교회

315 Hillcrest Dr., Greer, SC 29651

864-989-0485

이승헌 목사

생명나무침례교회

5608 Suwanee Dam Rd., Sugar Hill, GA 30518

404-429-7404

임연수 목사

랄리한인교회

9130 Baileywick Rd., Raleigh, NC 27615

919-845-4858

최순신 목사

뉴저지침례교회

535 Lakehurst Rd., Browns Mills, NJ 08015

609-893-9191

문종성 목사

신시내티능력침례교회

315 Hillcrest Dr., Greer, SC 29651

864-989-0485

이승헌 목사

담임 최병락 목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담임 최영이 목사

도버한인침례교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담임 임경철 목사

세광침례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온누리에

“그동안의 기도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침례교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주침례신문사 임직원 올림 -부활의 생명을 온누리에

“미주침례신문 100호 발행”

침례신문 100호 인쇄를 축하

드립니다.

미주 남침례회 한인 총회의 

중요한 행사뿐만 아니라 각 지

방회, 교회들의 소식을 열심

히 취재하고 알리는 귀한 사

역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격려

합니다.

침례신문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미주 한인 침례교회들이 

가까워지고 풍성한 사역 소식

들뿐만 아니라 유익한 정보들

을 많이 나누는 사명감을 갖

는 사역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

도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미주침례신문 100호 축하 인

사를 드립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

역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감

을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

씀을 전하고, 몸 된 교회를 든

든히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

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잘 감당하시길 기원합니다.

와우! 벌써 100호가 되었나

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침례교단의 소

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

는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

다.

앞으로도 더욱 아름다운 소

식과 이야기들을 기대하겠습

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침례신문 100호 인쇄를 진심

으로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미

주 한인 침례교회들의 정보 교

류와 소통의 창구로써 그 사명

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미주침례신문사의 지령 100

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미

주 한인침례교회와 SBC, 한

국, 유럽 등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다리역할을 잘 해주실 것

을 믿습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신

문사 관계자분들에게 축하와 

감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

립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침

례신문 100호 발행을 진심으

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온것처럼 앞으로도 정도(正道)

의 길을 걷고 예언자적인 사

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아름다

운 소식을 전하는 침례신문

의 이 소중한 사역에 하나님

의 은혜가 천배나 더하시기를

(신 1:11) 축원드립니다. 오늘

의 우리를 있게 한 침례신문사

를 사랑합니다.

총무 후보자

강승수 목사

총무 후보자

김병직 목사

총무 후보자

김태욱 목사

총무 후보자

노장호 목사

총무 후보자

오천국 목사

총무 후보자

윤성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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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침례신문 100호 축하 인

사를 드립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

역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감

을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

씀을 전하고, 몸 된 교회를 든

든히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

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잘 감당하시길 기원합니다.

와우! 벌써 100호가 되었나

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침례교단의 소

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

는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

다.

앞으로도 더욱 아름다운 소

식과 이야기들을 기대하겠습

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침례신문 100호 인쇄를 진심

으로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미

주 한인 침례교회들의 정보 교

류와 소통의 창구로써 그 사명

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미주침례신문사의 지령 100

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미

주 한인침례교회와 SBC, 한

국, 유럽 등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다리역할을 잘 해주실 것

을 믿습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신

문사 관계자분들에게 축하와 

감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

립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침

례신문 100호 발행을 진심으

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온것처럼 앞으로도 정도(正道)

의 길을 걷고 예언자적인 사

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아름다

운 소식을 전하는 침례신문

의 이 소중한 사역에 하나님

의 은혜가 천배나 더하시기를

(신 1:11) 축원드립니다. 오늘

의 우리를 있게 한 침례신문사

를 사랑합니다.

총무 후보자

강승수 목사

총무 후보자

김병직 목사

총무 후보자

김태욱 목사

총무 후보자

노장호 목사

총무 후보자

오천국 목사

총무 후보자

윤성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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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담임 박성근 목사

담임 이호영 목사

담임 김영복 목사

kingdomfc.org

www.hspcatlanta.com

2017 표어 :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리라, Full of Glory, Full of Power’ (출 40:35)

부활의 생명을 온누리에부활의 생명을 온누리에

씨월드침례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담임 위성교 목사

www.gracepeople.com

뉴라이프교회
New Life Church

 “영적 기쁨과 삶의 만족이 있는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창립자: 폴김 목사, 김금하 전도사

버클랜드침례교회

부활하신부활
예수 그리스도예수

최성은 담임목사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FBC

예배에 생명을예배에 생명을 다하는다하는교회교회Worshipping ChurchWorshipping Church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www.tfbc.orgwww.tfb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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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김일성 수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란 표어를 북

한 방방곡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김일성 수령께서 북한 주

민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느

냐?”라고 간부에게 물어보았습니

다. 그가 말하기를 “수령님의 주체

사상의 유훈을 우리 인민들은 영

원히 받들어 모십니다”라고 답했

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수령의 나

라입니다. 즉 북한의 하늘, 땅과 바

다 그곳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

의 존재의 사상과 유사하다고 하

겠습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조국의 하나님, 즉 수령님을 믿습

니다. 목사 선생은 왜 다른 나라의 

신을 믿습니까? 조국에 오시면 조

국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도리어 전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

저는 어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

냐?”라고 합니다. 신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이며, 혹 죽었다가도 다

시 살아나야 신이라며 부언을 합

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언

행 심사로 죄를 지었기에 죄를 용

서받아야 죄 없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상에 그

분만이 죄의 삯인 죽음(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믿는 우리

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에 찬 음성

과 모습으로 저들에게 알려주었

습니다.

그중 한 간부가 “아니 죽은 사람

이 어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

런 자작극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며 냉소적 말투로 대들었습니

다. “아니, 당신 그것도 모르시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야 다시 살아나지 않소? 조국에 

농사를 짓은 사람이면 다 이 사실

을 알 것이오”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그건 곡식이고 사람

이 죽으면 다시 산 사람 보셨습니

까?”라고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지 말이 맞소이

다.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

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죄의 값인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

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

간 누구도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 누구도 죽음의 권

세를 이기고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

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에 죽으시고 무덤을 여시고 죽음

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라

고 신앙 선언을 했습니다.

그 간부는 “우리는 그런 것 배우

지도 않고 모름니(네)다”라고 하

며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

다. 안내원이 대화를 듣고 “윤 목

사님, 우리네 사람들 반(反) 기독

교입니(네))다. 그리고 그런 사상 

우리에게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를 합니다. 제 자신에 말하기

를,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고, 이

제는 성령께서 주고받은 대화를 

저들의 영혼 깊은 곳에 살아나게 

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부활절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

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네… 불러보기만 해도 영육이 

시원해집니다. 죄의 덩어리로 억

눌려 살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죄의 대가인 죽음

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

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평화와 소망되

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

양을 드립니다. 내일을 모르지만 

내일을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시

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

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넉

넉히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

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기에 우리의 영생을 온전히 이루

셨습니다. 이제는 땅에 소망을 두

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

온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

짐해 봅니다.

북한의 부활사상

(고전 15:20,21,45)

윤유종 목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미주)

방북 구호선교 이야기 (96)

    

  

 

2. 병원 환자 사역을 위하여 

- 강원도 도 인민병원에 필요한 약품과 의료기구를 

지원함 

- 올 9 월경  안과의사 선교팀, 강원도 원산 

인민병원에서 의료활동 예정 지원 및 달라스 

치과의사 구성 중에 있음. 

효과적인 북한구호를 위해 1인 1구좌(월 $10)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상임대표 : 윤유종 목사(214-587-6254), kasmdallas@hanmail.net, www.kasmdallas.org 총무 : 정진영목사(469-579-9281), jyoung633@gmail.com 

북한구호 선교헌금 보내실 곳                    
우편으로 : Payable to KASM-Dallas, 8515 Greenville Ave. Suite N218 Dallas, TX 75243                
온라인 뱅킹 : United Central Bank (KASM-Dallas), A/C# 1047646 / Routing # 111914852 

정부 비영리 기관 승인 (Non-Profit Organization)                             
텍사스 주 규정과 연방 국세청의 규정 501(C)(3)에 따라 인가 받은 비영리기관으로 헌금하신 금액은 전액 소득신고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로 동참해주시고 기도로 후원해주십시오! 
매달 첫째 주일 오후 5시 30분에 북한구호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기에 다 함께 주님의 심정으로, 북한동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르짖기 원합니다  
 

3. 식량 지원 사역을 위하여 

- 강냉이 120 톤 과 밀가루 국수 20 톤 ( 6 월 과 10 월에 각가 

  강냉이 60 톤 과 밀가루 10 톤). 

- 식량지원은 북한 강원도 원산시 와 문천시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및 중등학원 그리고 원산 도 인민병원 환자들에게 

  배급됩니다. 

- 미국과 탈북자들이 추천하는 양해문작성으로 식량지원은 

  투명하게 배급됩니다 

4. 학교 학생 사역을 위하여 

- 북한에 있는 학교에 ‘평화통일 축구공’ 10 개씩을 

공급합니다. (총 2 만 6 천개 : 한 개당 $11 불) 

- 올해 미주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축구팀을 

모집하여 11 월중 원산 중등학원과 

축구시합으로 사랑의 교류를 일으킴 

1. 이산가족 상봉 사역을 위하여 

- 이산가족 만남 추진(미주지역에 북한의 가족을 만나기를   

  원하는 실향민을 찾아 만남을 주선합니다) 

 

북한 구호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난해 최악의 국정농단으로 벌어진 나라의 혼란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과 이어진 구속 수사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차디찬 바닷

속에 가라앉은 세월호도 3년만에 모습을 드러내며 비수습자 가족들

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 다른 슬픔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5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국가 정치는 대선 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반한 감정과 보복적인 경제 

조치,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력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화합과 협력보다는 갈등과 고

통, 슬픔과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침례교회

는 한국교회의 아픔이 바로 신앙인 스스로의 회개와 변화에 대한 무

감각이라 여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 구국기

도회를 개최하며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계에서 활발하게 전게되고 있는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에 동참하며 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하나

되어 성경적 회복을 외치고 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온갖 고통을 감당하고 결국 

육신의 죽음으로 사망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순간이다. 그리고 그 놀

라운 구원의 소식은 초대교회를 거쳐 로마와 유럽, 아메리카, 아시

아를 거쳐 우리에게 전해지며 세상을 향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도 여전히 고난의 길이 끝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내며 우리 또한 고난의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

을지 의문스럽다.

여전히 분열된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은 미지수이다. 통합의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 적어도 연합기관 통합의 로

드맵조차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세는 날로 감소하면

서 미래의 교회의 중추 사역자들인 주일학교와 학생, 청년들은 교회

를 등지고 있다. 넘쳐나는 목회자들의 수요는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

운 현실이 되면서 생활전선에 뛰어든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 교회내 

윤리적인 문제로 목회자와 성도간의 갈등으로 법적 소송과 폭력사

태까지 빚어지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정통 신앙을 

위협하고 미혹하며 한국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단 사이비 세력의 

성장은 진정한 복음의 진리가 서기 위태롭게 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한국교회의 위기는 침례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

에 놓여 있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기관의 파행 운영과 교회 내 갈등, 

이단 사이비 세력의 침투 등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나가야 할 숙

제들이다. 대화와 지혜로운 협력으로 우리의 지상 과제인 하나님 나

라 확장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이뤄내야 한다. 자신의 정

치적인 견해나 이해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이 먼저일 것이다. 위기의 침례교회가 아닌 기회의 침례교회, 회복의 

침례교회로 다시 일어나야 할 때이다.

침례교가 이 땅 조선에 전해지고 말씀 중심의 교단으로 세워졌던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이다.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어떠한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 침례교회 선진들의 담대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교회 성장과 교단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

을 다 바쳤던 선배 목회자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남침례교

와 협력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며 목회 사역을 고민하고 

연구해 온 성과물들을 다시금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부활의 복된 소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담대

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침례교회가 먼저 바로 서고, 먼저 성경

을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빛과 소금의 침례교회

社說 사설 <한국>

CTS기독교TV 영서방송(지시장 

이상일 장로)은 지난 3월 25일 남

원주교회(곽도희 목사)에서 CTS영

서방송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감사예배는 CTS영서방송 

사무총장 최규명 목사(원주충정)

의 사회로 CTS영서방송 영월운

영이사장 남상욱 목사(영월중앙

감리)의 기도, CTS영서방송 위원

장 남승화 권사(단구평강)의 성경

봉독, 남원주교회 코람데오찬양단

의 특별찬양이 있은 후, CTS영서

방송 전운영위원장 유풍덕 목사가 

“영적 파수꾼”(겔3:16~19)이란 제

목으로 말씀을 전한 뒤, CTS영서방

송 전이사장 이대식 목사(가현)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취임식에는 CTS영서방송 

지사장 이상일 장로의 사회로 CTS

영서방송 영상사역보고, CTS기독

교TV 부회장 이민우 목사가 인사

말을 전하고 3대 이사장 이상표 목

사(온누리)와 4대 이사장 곽도희 

목사에게 공로패 및 위촉패를 수

여했다.

CTS영서방송 3대 이사장 이상

표 목사는 이임사에서, “지난 4년

간 CTS영서방송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기에 영상선교를 통

해 하나되고 함께 협력의 길이 더 

확장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CTS영서방송 4대 이사장 곽도

희 목사는 취임사에서, “현 세대는 

위기와 혼란의 시대 가운데 한국교

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깨워 

일으켜야 할 때이다. 이 말씀과 기

도를 CTS영서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전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동역

하며 순수복음방송의 사역을 잘 감

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밟혔다.

이어 원주시 원창묵 시장과 원주

시의회 박호빈 의장, 가나안농군학

교장 김범일 장로의 축사, (사)한국

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양명

환 목사(횡성감리)의 격려사, CTS

영서방송 전운영위원장 박상혁 목

사가 권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이 인사말을 

전하고 침례교총회 총회장 유관재 

목사(성광)와 침례신학대학교 총

동문회장 장경동 목사(대전중문), 

원주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오황동 

목사(원주순복음)가 영상으로 축

하메시지를, CTS영서방송 운영이

사 남현준 목사(함께비전)가 축가

로 취임식을 마친 뒤, 한국복음화

운동본부 공동총재 김원춘 목사(세

계로열린)의 오찬기도로 모든 순서

를 마쳤다.

CTS영서방송는 강원지역 복음

화를 위한 영상선교사역을 감당하

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라디오 방

송을 준비 중에 있다. 제4대 이사장

으로 취임하는 곽도희 목사는 기독

교한국침례회 총회장을 역임했으

며 침례교부흥사회 지도위원, 원주

시교경협의회 지도위원, 원주교도

소교정교화 위원, 원주시기독교연

합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남

원주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 한국=이송우 부장

▷ 미주지역 기사는 한국 침례
신문사를 통해 기독교한국침례
회의 모든 침례교회로 보내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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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보기 목사 / 010-5286-3586

한국 ₩ 캐나다
말콤C. 펜윅 선교사 기념관 설립추진위원회

미주남침
례회한인교
회 제 31차
정기총회가
지 난 6월
18~21일 메
릴랜드주 워
싱턴D.C에
위치한 웨스
틴호텔에서
개최됐다. 
제31차 정

기총회는 540
여명의 대의원과 217명의 자녀들이
등록했고, 100명의 자원봉사자와 예
배마다 동참한 성가대를 포함 900여
명이“교회세우기”라는 주제로 한데
어우러진대규모축제였다.

2박3일의일정은매우다채롭고짜
임새 있게 진행됐는데 월요일인 첫날
오후2시부터 등록이 시작된 정기총
회는 저녁식사 후 제1부총회장 김승
호 목사(산돌)의 사회로 개회 예배를
드렸다. 지구촌교회(김만풍 목사) 경
배와 찬양팀의 찬양으로 문을 연 개
회예배는 정기총회준비위원장 윤병
남 목사(풍성한)의 환영인사 후 신인
훈 목사(풍성한복음선교회)의 기도에
이어 사회자의 성경봉독과 지구촌교
회성가대(지휘 이광규)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찬양 후에 강단에 선 직전 총회장
류복현 목사(킬린한인)는“바나바 같
은 사람”(행 11:19~26)이라는 제목으

로 말씀을 선포해 모든 청중과 특별
히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줬다. 류복
현 목사는 말씀을 통해“이번 총회를
통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
와 같이 목회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
음을 먼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한다”고강조했다.

설교 후 지구촌교회 성가대 지휘자
(이광규)의 특송과 함께 헌금시간이
있었고 봉헌된 예물을 위해 안영배
목사(아가페)가기도했다.

이어 한국에서 참석한 내빈의 축사
가 있었는데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기한침)를 대표해 총회장 배재인 목
사(서머나)가 축사했으며 대전침례신
학대학교 총장 도한호 목사, 기한침
교회진흥원 이사장 장순흥 목사(대
명), 기한침 국내선교부 이사장 정훈
화 목사(신곡)가 각각 교단과 기관을
대표해축하의메시지를전했다. 

축사에 이어 미주남침례회한인총
회(이하 미한침) 총무 엄종오 목사의
광고가 있었으며 다함께 찬송을 부르
고 증경 총회장 길영환 목사(콩코드)
의축도로개회예배를마쳤다. 

개회예배를 마친 뒤 총회는 김만풍
목사, 한영기 목사, 서정구 목사, 문종
성 목사, 조영호 목사 등에게 20년 근
속패를 수여했으며 석정문 목사, 류
복현 목사(미한침 직전회장), 배재인
목사(기한침 총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고 내외귀빈을 소개하는 시간
을 가진 뒤에 김제이 목사(버지니아
제일)의 소개로 각 주에서 참석한 대

의원들을환영했다.
총회장의 소개로 주강사인 김성로

목사(춘천 한마음)가 소개됐고 김성
로 목사는 조성관 목사(워싱턴프라미
스)의 특별찬양 후에 단에 올라 말씀
을 전했다. 세 번의 집회 중 첫 번째
시간부터 김성로 목사는“교회에서
무수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청년들을
가르쳤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
대를 향해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다”
면서“결국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많은 훈련이 아닌‘부활의 복음’을
통해 성경을 꽤 뚫고 성도와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
했다”고힘주어말했다. 

김성로 목사는 오랜 연구와 고민
끝에 직접 만든 교재를 배포한 뒤 단
순하면서도 쉽고, 분명한 메시지를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전해 미주침례
교총회에 참석한 모두에게 큰 도전을
줬다.

손형식 목사(필그림)의 축도로 첫
날 일정을 마친 제31차 총회는 19일
과20일에도말씀과감동이가득했으
며 20일에 있었던 회무까지도 매우
순조롭게진행됐다. 

20일에있었던회무는총무의연임
을 이번 총회에 묻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잠시 있었으나 곧 처리
됐고 관심을 모았던 선거에서는 제1
부총회장으로 섬긴 김승호 목사(산
돌)가 단독으로 입후보 해 만장일치
의 박수로 선출됐으며 입후보자가 없

었던 제1부총회장에는 황준석 목사
(큰믿음제일)가선출됐다. 

또한 총회는 올해 초 메릴랜드주에
서 통과된 동성결혼법에 대항해 600
여 대의원의 반대서명에 의거해 긴급
상정된 안건으로 다뤄 반대를 결의했
고 이를 오바마 대통령과 마틴 오말
리 메릴랜드 주지사 앞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외에도 총회와 함께 또는 총회
일정 속에서 진행된 어린이캠프, 청
소년캠프와 화요일에 진행된 세미나
도 다양한 계층을 위해 실용적으로
준비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새벽
예배, 국내선교의 밤, 해외선교의 밤,
청소년발표회 등이 그 은혜와 의미를
더했고 21일에는 워싱턴D.C관광이
있었다.

2박 3일(관광포함 3박4일) 일정의
미한침 총회는 교단의 현안을 다루기
위해 회무 중심적으로 대의원들만 모
이는 것이 아닌 목회자와 목회자 가
족, 참석자들의 영적, 육체적 충전을
위한 축제로 자리를 잡아 매년 참석
자들이늘고있다.

한편, 미남침례교(S.B.C.) 총회가
비슷한시기인지난19일에루이지애
나주 뉴올리온스에서 열려 몇몇 한인
침례교회 목회자가 일정이 겹쳤으며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와 미남침례
교 사이에 쌓아온 유대관계가 소원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하나
의과제로남겼다.

/ 워싱턴D.C.= 미주 채공명 부장

미남침례회 한인교회 제13차 정기총회 성료

총회장에김승호목사, 제1부총회장에황준석목사선출
메릴랜드주 동성결혼법 긴급상정 철회 결의

총회 건축위원회(위원장 오관석 목
사)는 지난 6월 12일 하늘비전교회
(오관석 원로목사, 오영택 목사)에서
총회 건축위 회의를 진행하고 여의도
빌딩 건축관련 진행사항과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건축위는 완공 예정 시기인
오는 2013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사 관계자를
위로, 격려하고 안전한 시공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데 의

견을모았다. 
또한 건축 관련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기관 입주 등에 보다 현실
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건축위 회의에 앞서 진행된 경건예
배에는 직전총회장 윤태준 목사(대구
중앙)의 사회로, 총회 제1부총회장 고
흥식 목사(영통영락)의 기도, 건축위
서기 김일엽 목사(대광)의 성경봉독,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황인술 목사

(할렐루야)가“우매자와 지혜자”(전
10:1~4)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
며 총회 건축위 사무총장 조근식 목
사(포항)의 광고가 있은 뒤, 총회장 배
재인 목사(서머나)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모임에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유지재단 이사장과 재단국장
명철수 목사, 교회진흥원 이사장 장
순흥 목사(대흥)와 원장 안병창 목사,
국내선교회 회장 최춘식 목사, 총회
총무 조원희 목사 등 교단 주요 관계
자들이 참석했으며 하늘비전에서 회
의경비와식사등을제공했다.

/ 이송우 차장

선관위 제102차 총회 의장단 예비 등록
총회장 예비후보에 고흥식, 김대현, 유영식 등록
제2부총회장 예비후보에 정호인 안수집사 등록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대엽 목사, 서기 장정훈 목사)는 지난 6월 28일 서울 오류동 총회회관 2층 회
의실에서제102차교단정기총회의장단입후보자예비등록을진행했다.

이날 예비등록은 총회규약 제12조와 제15조, 제16조, 선관위 내규 제5조에 의거해서 진행했으며 총회 의장
단 총회장 예비 후보에 고흥식 목사(영통영락)와 김대현 목사(한돌), 유영식 목사(새대구)가 각각 등록했으며
(가나다순) 제2부총회장후보에정호인안수집사(영심)가예비등록했다.

이번예비등록을마친후보자는본등록이전까지의선거운동에대해본인과직계가족만선거운동을할수
있도록했으며그렇지않은후보자는본등록이후에선거운동이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 예비등록(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이
번예비등록은깨끗하고공명정대한선거풍토를만들겠다는취지가담겨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7월 9일 서울 오류동 총회회관에서 선관위 회의를 갖고 본등록 공고와 입후보자 등록
금문제, 후보자공청회에관한안건을가지고논의할예정이다.

/ 이송우 차장

신임 총회장
김승호 목사

우리교단 원로목사회(회장 백화기
목사, 총무 이소영 목사)는 지난 6월
28일 포항교회(조근식 목사)에서 원
로목사회백화기원로목사제10대회
장 및 사단법인 2대 이사장 취임감사
예배를 드렸다. 우리교단 교역자복지
회 회장 황인정 목사의 사회로 진행
된 이날 예배에는 원로회 고문 고승
혁 목사의 대표기도, 원로회 회계 백
철기 목사의 성경봉독, 포항교회 김
정경 목사의 특별찬양이 있은 뒤, 원
로회 증경회장 이상모 목사가“행복
한 사명자”(행20:24)란 제목으로 말
씀을 전했다. 이상모 목사는 설교를
통해 백화기 목사의 목회 성역을 정
리하고 앞으로 원로회 회장으로 새롭
고 행복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줄 것
을 당부했으며 이어 조근식 목사(포

항)의 환영사, 우리교단 증경총회장
김용도 목사의 격려사, 원로회 부회
장 김용문 목사와 우리교단 증경총회
장최보기목사가축사를전했다.

신임회장 백화기 목사는 취임인사
를 통해“총회를 위해 마지막 봉사라
고 생각하며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과
전국교회 목회자들의 목회성공을 위
해, 우리교단 숙원 사업인 여의도빌
딩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원로회 임원

회가 앞장서서 건축헌금을 모아 오병
이어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또한 백 목사는“주님
과 교단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원로
목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
도록 하며 각 지역 16개 지부와 연계
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회원 한
사람 한사람을 섬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원로회 총무 이소영 목사의
광고, 원로회 직전회장 이병욱 목사
의 축도로 축하예배를 마쳤으며 예배
후주요일정은포항교회가섬겼다.

/ 이송우 차장

총회 여의도건축위 회의
건축관련 주요 현안 논의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열정을 쏟을 터”
원로목사회 회장 백화기 목사 취임예배

김민재
광주 하늘교회

회 장

박춘순
전주 대흥교회

부회장

김형선
공주 꿈의교회

2부회장

박춘심
인천 주사랑교회

2부회장

남현자
전국사모회

총 무

김인숙
평택 에덴교회

재 무

어정용
교역자복지회

복지부장

성경애
가평 제일교회

복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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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2012년

7월12일(목) 오후 2시~13일(금) 오전 10시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후원 : 침례신문. 영안교회. 침례병원. 부산지회 연락처 : 남현자 총무 ☎ 011-583-1672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10-3 ☎ 051-749-5500

안나(홀사모)위로행복수련회(4회)

CTS영서방송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신임 이사장에 곽도희 목사 취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는 지난 3월 30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

고 기독신문사와 총신대 재단이

사회, 연합단체 가입 추진 등의 

안건을 보고하고 주요 사안에 대

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실행위원회에선 기독신

문 폐간과 재등록 과정, 총신대

학교 재단이사회 진행 경과, 종

교개혁 5백주년 관련사업 추진 

내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

다. 

연합단체 가입 등과 관련해 한

국기독교총연합회 재가입 안건

이 보고돼 관심을 모았으나, 한

기총이 공문을 통해 복귀를 요청

했다는 점만 보고됐을 뿐 한기총 

재가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

지는 않았다.

/ 한국, 제휴=
CBS노컷 최경배 기자

예장 합동총회 

제101회기 첫 실행위원회

주사랑침례교회 임마누엘침례교회 남부한인침례교회

308 Preston Rd., Pasadena, TX 77053

713-910-6078

1815 E. Center St., Anaheim, CA 92805

714-563-0818 | www.iksbc.org

7658 North Main St., Jonesboro, GA 30236 

470-629-0986

박규석 목사 한충호 목사 박현일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 주 침 례 신 문 의  문 서 선 교  후 원  교 회  및  단 체

새소망침례교회

149 Highland Ave. East, Lansing, MI 48823
517-349-2603/ 517-902-4485

조영호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뉴라이프교회

4130 Technology Place, Fremont, CA 94538

510-657-9191

위성교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워싱턴 지구촌교회 슈가로프한인침례교회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301-460-1656   www.gmcusa.org
1664 Oldpeachtree Rd., Suwanee, GA 30024

770-934-9397   www.sugarloafchurch.org

최봉수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리스빌한인침례교회

187 Browns Lane Leesville, LA 71446

교회:337-537-7850 / 셀폰:337-353-5505 jysong62@gmail.com

송준영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워싱턴 지구촌교회 슈가로프한인침례교회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301-460-1656   www.gmcusa.org
1664 Oldpeachtree Rd., Suwanee, GA 30024

770-934-9397   www.sugarloafchurch.org

최봉수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킬린중앙침례교회

1318 Pershing Dr., Killeen, TX 76549

254-338-1270 / jungthokabul@gmail.com

정태호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버한인침례교회

2659 Mckee Rd., Dover, DE 19904

302-222-2683 / 302-674-8377 /  http://www.ddkbc.com

최영이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일한인침례교회 제일한인침례교회

3030 River Rd., Prince George, VA 23875

804-683-4294

4922 Rucker Blvd., Enterprise, AL 36330

813-598-6520 / jaesoomin@gmail.com

신선상 목사 민재수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팔에 희망을" 네팔 선교 프로젝트 기금 마련 콘서트 성황

선교 기금 마련에 뜻있는 교회와 단체, 개인의 동참 요청

“DCMi는 카트만두 내에 있는 많

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

라 대표적인 미전도 지역인 네팔에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

음이 네팔 사회를 변화시키고 네팔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지난해

에 이어 올해도 미국 워싱턴 주 성

도들이 네팔 복음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DCMi(David Chung Ministries 

International 대표 정태회 목사)

가 지난 1일, 훼더럴웨이 제일장로

교회(담임 최병걸 목사)에서 개최

한 네팔 선교 프로젝트 기금 마련 

콘서트에는 150여 명의 성도와 목

회자가 모여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선교 

기금을 모았다.

이날 찬양 콘서트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총 1만 5천 4백24달러로 작

년에 비해 5천 달러 이상 많은 기금

이 모아졌다.

DCMi 선교회 정태회 목사는 “

네팔 교회의 연합과 부흥, 교회와 

구원의 복음이 네팔 사회를 변화

를 기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심은 

씨앗이 5년 후, 10년 후 네팔 사회

의 각 분야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

고 네팔을 변화 시킬 것”이라고 전

했다.

정 목사는 또한 “네팔 선교 기금 

마련 콘서트는 단지 기금을 마련하

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네팔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그 나라의 백

성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라

며 “아직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만연한 네팔 교회의 200여 명의 지

도자들이 격려와 훈련 받게 될 것”

이라고 소개했다.

네탈 카트만두 기독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기금 모금에 콘서트에 참

석한 텍 다할(Tek Dahal) 목사는 

“DCMi의 네팔 교회 지도자 계발 

프로그램으로 네팔 교계가 하나되

고 있다”며 “DCMi의 지도자 계발 

훈련이 마쳐지면 사역자들이 네팔

의 5개 행정구역으로 뻗어 나아가 

네팔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네팔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힌두교도이며, 기독

교인은 전체인구의 불과 0.5%-

2% 미만인 대표적인 미전도 국가

로, 그 어느 나라보다 복음이 필요

한 땅”이라며 “네팔의 복음화는 곧 

사회를 변화시키고 네팔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 나라의 

소망”이라고 선교의 필요성을 강

조했다.

DCMi 2018년까지 200여 명의 

네팔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컨퍼런

스를 매년 3번 차례 개최해 지도자

들을 개발하고, 복음의 정확한 내

용과 전도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마지막 해인 2018년에는 카트만두

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 카트만

두 복음 전도 대회를 개최할 예정

이다. 소요될 비용은 약 10만 달러

로 추산하고 있다.

정태회 목사는 “DCMi 사역을 통

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방신이 가득한 땅

에서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며 “네팔 선교 프

로젝트는 네팔의 교회를 든든히 세

우고 한 영혼을 넘어 사회와 나라

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소중한 사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나의 시간과 물질, 

헌신보다 가치 있고 훌륭한 일은 

많지 않다”며 네팔 선교의 동참을 

호소했다.

정태회 목사는 “힌두교의 국가에

서 고난을 이기며 헌신하는 목회자

를 격려하는 호텔 저녁 식사 비용

이 1인당 20달러”라며 “카트만두 

목회자 한분에게 호텔에서 따듯한 

한끼를 대접하고 격려하기 원하시

는 600여명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네팔 선교 기금 마련에 동참을 

원하는 교회나 단체, 개인은 미

국에서는 Pay to : David Chung 

Ministries International 주소 PO 

Box 4161 Federal Way, WA 98063 

한국 농협 221133-056641, 국민은

행 284802-018832 (예금주-정

태회) 로 보낸 후 전화 253) 332-

7757 또는 이메일 davidchung.

us@gmail.com , godcmi@gmail.

com 으로 연락하면 된다.

모든 헌금에 대해서는 세금 정산

을 위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한편 DCMi는 정태회 목사를 대

표로 한 국제적인 복음 전도 단체

이며 미전도 지역의 리더를 양육

해 교회를 견고히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DCMi는 건강한 교

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더 나아가 도시와 국가

를 변혁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

고 있다. 

/ 미주, 제휴=기독일보 
김브라이언 기자

▲ 네팔 카트만두 기독교회연합회회장 텍 다할 목사(좌측)

▲ DCMi, 네팔 선교를 소개하는 정태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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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렬 교수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

회복 <3>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7-8절
7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
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
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
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
다로 뛰어 내리더라
 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오십 간쯤 되므로 작은 배
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두 차례 

대면한 제자들은 베드로의 주도

로 고기잡이에 나선다. 밤새 수고

했지만 다 허사다. 작은놈 하나 걸

려들지 않는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세 번째로 만나주시려 이

미 그들 곁에 와 계셨지만, 제자들

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다. 호숫

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지만 

그게 예수님이신 줄은 깨닫지 못한

다. 고기잡이에 나선 제자들이 밤

새 허탕만 쳤음을 아시는 주님은 

대화를 통해 제자들이 철야 노동에

도 불구하고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케 

하시고 이윽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

을 던지라 명하시며 포획을 약속하

신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 따라 그

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다. 밤새 제자들과 숨바꼭질을 했

던 디베랴 호수의 물고기들이 단숨

에 그물에 걸려든다. 철야 작업 내

내 단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지 않

았던가? 그러나 이제는 한꺼번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들어 그물

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다.

그제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

아보고 이를 베드로에게 일러준다 

(21:7). 요한이 어떻게 바닷가에 서 

있던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차렸

을까? 아마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일 게다. 누가

복음 5:1-11에 따르면, 예수님께

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밤새 허탕을 친 뒤 주님의 도

움으로 기적적 포획을 경험한 일이 

있었다. 누가복음 5:1-11의 기사

는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에게 더 

집중하고 있지만, 그의 동업자 야

고보와 저자 요한도 그 자리에 같

이 있었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 (눅5:10-11). 사 복음서

를 통틀어 예수님의 개입으로 기적

적 대량 포획을 이룬 사건은 단 두 

번 등장한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5:1-11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요한

복음 21장이다! 처음 갈릴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와 거의 

동일한 포획의 기적이 요한으로 하

여금 해변에 서 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

식하게 했을 것이다.

바닷가에 서서 기적적 포획을 가

능케 하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이야기를 듣

자마자 베드로는 작업하느라 벗어 

두었던 겉옷을 얼른 두르고 허리띠

를 졸라맨다. 고기잡이 작업을 위

해 겉옷을 벗은 채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겉옷을 둘러 주

님에 대한 예의를 갖춘 후, 베드로

는 주저 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진

다.  겉옷을 갖춰 입고 헤엄치는 것

이 불편하겠지만, 베드로에겐 예수

님에 대한 예의가 편하고 불편하고

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다. 불과 

육지로부터 100야드 (=91.44m) 가

량 떨어진 가까운 지점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터라 다른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와도 오래 걸리진 않으

련만 베드로는 단 일초라도 주님을 

빨리 뵙고자 하는 열망에 하던 일

을 모두 중단하고 포획한 물고기도 

다 뒤로 한 채 단 한 치의 주저함

도 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진다. 주

님을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었는

데, 정작 물에 몸을 던진 것은 베드

로다. 어찌 보면 좀 과장된 듯한 베

드로의 행동은 바다 위를 걷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칼을 마구 

휘둘러 대제사장 종의 귀까지 잘

랐던 그의 과단성과 특심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진리를 좇지 않는 열심은 위험하

다. 하지만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

에도 삶과 사역에 대한 열정이라고

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를 자주 주

변에서 경험한다. 사실 나 자신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도 자문해 본

다. 그 가운데 베드로의 과단성과 

특심이—비록 위험성을 적잖이 내

포하고 있을지언정—귀하게 느껴

진다.  주님 계신 곳이라면 만사 제

쳐 놓고 나아갈 수 있는 베드로의 

열정이 과연 우리 가운데 살아 있

는가? 혹시 주변에서 일초라도 주

님을 먼저 뵙고자 물속으로 주저함 

없이 몸을 던지는 베드로 같은 행

동을 볼 때, 그것을 과장되고 형식

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

가? 그런 비판을 통해 우리 안에 주

님 향한 열정이 사라진 것을 정당

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따라 베드로의 “거룩한 낭

비”가 그립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요 21:7)   

< 계속 >

미드웨스턴 신학칼럼(미주)

신학교 시절에 수염이 덥수룩하

고 온유하게 생긴 한 설교자의 설

교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피아노

를 잘 치는 설교자였다. 신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 그는 직

접 피아노를 치면서 예를 들어 설

교하였다. 그가 예를 들은 곡은 ‘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이었다. 그는 노래가 운율

을 따라 곡이 진행되는 것처럼 설

교도 음악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설교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그의 특이한 접근의 설교에 

매료되어 약 40분 동안 숨을 죽이

고 그 설교에 빠져 들었다. 그 설

교자가 미국 내 ‘이야기 설교학’

의 선두 주자 중 하나인 유진 로

우리(Eugene L. Lowry) 박사였

다. 그는 미주리 주 캔사스 시에 

있는 성바울 신학교의 은퇴 설교

학 교수이다. 그는 35년이 넘도록 

설교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전하라

고 설교자에게 도전한다. 그는 그

의 저서 “이야기식 설교구성”(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에서 그동안

의 설교 형태를 ‘짜집기식 설교’ 

혹은 ‘건축식 설교’라고 꼬집으며, 

자신은 전통적인 설교 형식에서 

벗어나 “이야기식 예술 형태로서

의 설교”를 만들려고 하였다. 이야

기 설교를 고집하는 그는 “설교란 

설교자와 청중간의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논리를 따

르는 시간 안에서의 일어나는 사

건(event-in-time)이다”라고 설

교를 정의한다. 로버트 콜만이 “하

늘을 향하여 우리가 청구할 수 있

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의 보혈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

경의 이야기를 설교할 때, 모든 설

교자들의 임무는 “복음에 기초한 

생각을 설교학적으로 탄생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로우리 

박사는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설교를 하나의 “예술 형태”로, 설

교자는 자신을 “예술가”로 인식해

야 한다고 말한다. 

로우리 박사는 “설교자여, 준

비된 스토리텔러가 되라”(How 

to Preach a Parable: Designs 

for Narrative Sermons)에서 설

교자가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설

교하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누구

나 다 아는 이야기를 어떻게 지

루하게 또 이야기하느냐’는 것이

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이 성

경 본문을 읽고 나면 그 성경의 이

야기가 꽤 복잡하고 길며 온전히 

매듭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 것이

다. 그래서 설교자는 상황을 설명

하는 자료나 현대에 맞는 실례를 

들기 위하여 크게 본문 이야기로

부터 떠날 필요가 없다. 거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경 이야기 자체

에 포함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성

경 이야기는 설교이기 때문에 설

교자가 성경 이야기를 시작한 후 

해설이나 다른 자료를 위해 그 이

야기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이야

기의 흐름으로 되돌아가는 방식

과 비교할 때, 이 방식의 설교의 

전달은 쉽다.” 그는 “설교는 이야

기(The Story)이며, 그러므로 우

리의 임무는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야기를 만들어, 그것의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지 결코 조직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이야기는 

학문적인 용어로 내러티브(nar-

rative)라고 한다. 내러티브는 시

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의 이야기들이다. 한 사람이 어떤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

고 할 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야기로 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

러티브는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

다. 내러티브(narrative)와 스토리

(story)를 우리말로 ‘이야기’로 번

역하는데, 학자마다 두 용어를 구

분 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구분하

기도 한다. 유진 로우리는 내러티

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

가 의미하는 이야기식 설교는 특

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 사건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

속적인 갈등이 지나고 극적 반전

으로, 그리고 대단원의 끝으로 이

어가는 이동이다.” 로우리의 정의

에 의하면, 내러티브 설교는 사건

의 이야기에 설교자의 해석이 더

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내

러티브와 스토리를 구별하기 위

해 “약”(medicine)이란 단어를 사

용한다. “약”이란 단어는 이미 제

조된 병 안에 들어 있는 약 자체

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사의 처

방과 제조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의 약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로

우리는 약 자체를 스토리라고 한

다면, 처방과 제조를 포함하는 것

을 내러티브라고 설명한다. 그러

므로 설교자는 성경의 수많은 이

야기를 통해 이야기 설교 혹은 내

러티브 설교를 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이미지로 설교하라 (12)

권석균 목사

남침례신학교 설교학박사(Ph.D.)

 루터라이스신학교 객원교수

 아틀란타지구촌교회 담임 성경-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가득한 책 ②

잭슨빌제일침례교회

3202 Atlantic Blvd Jacksonville, FL 32207

904-396-6411, 904-534-3236

이종오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델믿음교회

3390 S. Puckett Rd. Buford GA 30519
Tel. 678) 334-1115 / danyseo@gmail.com

서성봉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거스타한인교회

2723 Meadowbrook Dr. Augusta, GA 30906
Tel. 706-504-4528 / 901-240-2171

이종만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두카글로벌한인교회

2541 Olivet Church Rd. Paducah, KY 42001

kpc929@hotmail.com   937-369-1391

최광평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가페침례교회

3939 Birchwood Ave., Skokie, IL 60076-3907
847-910-0241   www.agapekoreanbaptistchurch.org 

ahnyoungbae@hotmail.com

안영배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사랑하는 침례교단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훼이트빌제일침례교회

205 E. Stonewall Ave Fayetteville GA 30214
john@fayettevillefbc.org (770) 719-9599

김상민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8515 GreenvilleAve. Suite N218 Dallas,Texas 75243
214-584-4530/972-897-9830

http://www.kasmdallas.org, kasmdallas@hanmail.net / gmail.com

윤유종 상임대표

“교회여! 예수의 열정의 마음으로 

네 민족을 구원하라”

“Rescue your people with the pas-

sionate heart of Jesus”

콩코드한인침례교회

5000 Hiller Ln Martinez, CA 94553

925-228-3747   www.ckbch.org

고석진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 주 침 례 신 문 의  문 서 선 교  후 원  교 회  및  단 체

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213)-383-4982

박성근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훼이트빌한인침례교회 은혜와진리교회

이스라엘 알리야 선교회

6873 Clifdale Rd. Fayetteville, NC 28314

목회자실 (910)867-5118, 사무실(910)867-5120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EL: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현승헌 목사 최국현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시내티능력침례교회

8501 Montgomery Rd. Cincinnati, OH, 45236

513-382-1421   www.powermission.net

이성권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EL 310-370-5500 / Email gccoftorrance@gmail.com

김우준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석한인침례교회

2219 Brownlee Rd. Bossier City, Louisiana 71111

318-741-3132   www.bansukamen.com

이용구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린우드한인침례교회

200 Sunset Blvd., Greenwood, IN 46142

317-882-5336

김태두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광침례교회

4963 West Price Road, Suwanee, GA 30024

limjohnk@gmail.com   770-910-6049

임경철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킬린한인침례교회

113 S. 8th St. Killeen, TX 76541
254-526-8866 / lewkmbc@hotmail.com

류복현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 주 침 례 신 문 의  문 서 선 교  후 원  교 회  및  단 체

랄리제일한인침례교회

8905 Ray Rd., Raleigh, NC 27613

Tel. 919-870-9070/919-870-0291(F)

최동갑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우리침례교회

1225 N. Josey Ln., Carrollton, TX 75006
972-242-3942

오인균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쉬빌연합침례교회

240 Tusculum Rd., Antioch, TN 37013
Tel. 615-781-4949/615-781-9010(F)

이행보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침례교 총회(총회장 유관재 목

사)와 경기도침례교연합회(대표회

장 안동찬 목사, 사무총장 김갑선 

목사, 경침연)는 지난 3월 24일 수

원중앙교회(고명진 목사)에서 경

침연 소속 목회자와 성도 5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는 침례교 총회의 광역별 

기도회의 일환으로 경침연의 주최

로 진행했다. 경침연 사무총장 김

갑선 목사(정금등대)의 사회로, 상

임회장 서정용 목사(예목)의 대표

기도, 유은성 전도사의 특별찬양이 

있은 뒤, 경침연 직전 대표회장 반

종원 목사(수원)가 “이 땅 고쳐주소

서!”(대하7:11~16)란 제목으로 말

씀을 전했다.

“지금의 우리의 세상은 불안의 

근심의 미움의 전염병이 들어있다. 

어떠한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

황”이라며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

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

며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능

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부르짖어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하자”고 전했다.

설교 후 침례교 총회 농어촌부장 

조용호 목사(칠산)가 총회 주요 사

역에 대해 광고하고 총회장 유관재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유관재 목사는 “침례교회가 나라

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불길을 일

으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며 함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

이 의미가 있다”면서 “침례교회가 

기도의 운동, 부흥의 운동이 새로

운 역사를 쓰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자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기도

의 불길을 일으켜주시기를 부탁한

다”고 당부했다.

수원중앙교회 찬양팀과 경침연 

대표회장 안동찬 목사의 진행으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총회와 경기도를 위해 △개교회 

부흥과 목회자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경침연 선교부장 박재각 

목사(염광)와 평신도부장 조병일 

목사(성은중앙), 공보부장 이길연 

목사(새생명)가 대표로 기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경침연 지도위

원 김재명 목사(영광)가 만세삼창

을 선창하고 애국가를 제창하고 기

도회를 마쳤다.

기도회 이후에는 침례교 총회장 

유관재 목사가 경침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총회 현안인 연금제도 제

정에 대한 설명과 기타 현안에 대

해 의견을 나눴다. 

/ 한국,수원=이송우 부장

“주여,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소서”
   침례교 총회·경침연 나라와 민족 위한 구국기도회 개최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총장 자리

가 7개월 째 공석이다. 총장직무

대행 체제가 가동되고 있지만, 긴 

행정공백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

영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환진 총장직무대행은 최근 “

학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학교 살림이 붕괴되고 학생들에

게 장학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사회에 조속한 총

장 선출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

하기도 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

는 지난해 5월부터 박종천 전 총

장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

를 열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총장후보 추천과정에서 불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사회가 둘

로 쪼개졌기때문이다. 지난 해 8

월 박종천 총장의 임기가 끝났지

만 이사회는 총장 선출을 위해 머

리를 맞대기보다 주도권 싸움 양

상으로 전개됐다. 

학내 파행을 보다 못한 감신대 

총동문회(회장 남문희 목사)는 지

난 3월 28일 감신대 정상화를 염

원하는 기도회를 열고, 학교 정상

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기

도회에는 총동문회 임원들과 교

수,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감신대 총동문회는 선언문에서 

“감신대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사망선고를 받기 직전의 상황”이

라고 진단했다.

총동문회는 이어 감신대 파행 

원인으로 ‘교수와 이사회 내부의 

심각한 갈등’, ‘총장 선출 파행’, ‘무

리한 이사회 정관개정’, ‘교수들의 

정치적 행보, ‘피차간의 고소고발’ 

등 5가지를 들었다. 그러면서 학

교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의 결단

을 촉구했다.

감신대 총동문회는 “이사들이 

교단법과 사학법의 규정상 불일

치를 이용해 이사직 임기를 비롯

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고소고발 사

태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사회

는 맡겨진 소임을 다해 학교를 살

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편협한 진영논리를 내려놓

아야 한다”며,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사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리한 학내 분쟁으로 표류하

는 감신대에 대한 위기의식도 표

출했다.

총동문회는 “양 진영의 이해관

계가 창끝처럼 대립하면서 감신

의 영성과 학문성은 한없이 추락

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신입생 

미달사태에 대한 안이한 대처 등

을 보면서 왜 교육부 대학 평가에

서 최저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

지 절실히 느끼게 된다”며 안타까

워했다.

아울러 감신대 총동문회는 동

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

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한국, 제휴=
CBS노컷 송주열 기자

'총장 선출 파행' 감신대 동문들
"감신 사망 선고 직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

장 이영훈 목사, 한기총)는 지난 

3월 13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8-2차 임원회를 열고 (사)한

국교회연합(한교연) 통합 추진

과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

다. 회의는 회의점명 결과 40명 

참석, 10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

었고,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제28-1차 임시총회의 건으로 

상정할 안건 중 제28-1차 임원

회에서 7.7 정관을 중심으로 한 

정관개정의 건을 통과시켰는데, 

군소교단의 몫이 적다는 입장을 

반영해 정관 제5장 제18조 3항 

상임회장을 8인 이내에서 9인 이

내로 변경하고 예장합동, 통합, 

대신, 기감, 기하성, 기성, 기침 

각1인, 군소교단 대표 2인으로 

했다. 운영세칙에서는 기존 교단

에 한 해서는 교회수가 200개가 

되지 않더라도 총회대의원 및 실

행위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정관, 운영세칙과 관련해

서는 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지

만,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에

서 최종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

에 상정하는 것으로 했다. 임시

총회는 오는 4월 7일 금요일 오

전 10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

층 대강당에서 하기로 했다. 종

교개혁 500주년 사업의 건은 보

고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 대표회장에게 

위임한 한교연과 통합의 건은 위

원장에 엄기호 목사를 임명하고, 

위원을 구성해서 진행하기로 했

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

서 이재응 목사(공동회장)가 기

도했고,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창세기 1장 1~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회의는 이용규 

목사(증경대표회장)의 폐회기도

로 마쳤다.

/ 한국=이송우 부장

한기총, 한교연
통합 위원회 구성 진행

침례교 총회와 경침연이 함께 진행한 구국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합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이 지난 3

월 34일 육개장 전문 브랜드 ‘육대

장’(대표 이진수, 최현욱)과 후원협

약을 맺었다.

이번 후원협약은 육대장 직영점 

5개를 기아대책이 선정하는 ‘기적

의가게’로 위촉하고 매출의 일정

액을 기아대책에 기부할 수 있도

록 했다.

이날 기적의가게로 위촉된 육대

장 5개 매장은 기아대책 식량사업

을 정기후원하며, 매장에 스마트

저금통 ‘기대함’을 비치해 손님들

이 나눔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

다. ‘기대함’은 후불교통카드나 모

바일 결재수단을 이용해 간단히 기

부할 수 있는 기아대책의 기부단말

기이다.

또한 육대장 임직원들은 월 1회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엘림지역아

동센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며 

직접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다.

/ 한국=강신숙 부장

기아대책 ‘육대장’과 후원협약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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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을 할 때 유익한 1M 

3Rs법칙을 소개한다.

1. Maintenance(유지): 

며칠 굶었다가 한 끼 배부르게 먹

으면 건강을 해치지만 매일 적당

하게 밥을 먹고 운동을 하면 건강

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규칙적

인 신앙의 습관을 가지면 기본적

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른바 

널뛰기 신자는 자신도 괴롭고 교

회에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따라

서 건강하게 기본적인 신앙을 유

지해야 한다. 정기예배를 참석하

는 것, 매일 성경읽기와 기도 혹은 

경건의 시간 등을 갖는 것은 신앙

의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또한 몸

이 좋지 않을 때 약을 먹는 것처럼 

가끔 산기도도 가고 부흥회도 참

석해 보자.

2. Repair(수리): 자동차

의 한 가지 부품이 망가지면 다른 

것은 멀쩡해도 움직일 수 없게 된

다. 망가진 것은 새것으로 갈아 끼

워야 제 성능을 발휘한다. 마찬가

지로 신앙생활에서 부족한 것이

나 망가진 것은 보충하거나 고처

야 한다. 말투나 행실, 신앙적인 습

관 등에서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곧 시정을 

해야 한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

로는 회개라고 한다.

3. Remodeling(개조):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은 거주하기

에 불편하다. 따라서 부엌, 바닥, 

창문 등을 개조해야 한다. 같은 

주택이라도 개조를 한 것과 그렇

지 않은 것은 가격에도 차이가 난

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오래 묵

은 제도나 형식이 쌓이게 된다. 그

런 것들은 시대에 뒤쳐진 것도 있

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전한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지 말고 대대적

으로 개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산

뜻해진다. 개인적으로도 나태해진 

것들을 개조해야 한다.

4. Renovation(혁신):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이다. 혁신

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을 

도전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직 해보지 않은 봉

사와 선교활동, 구제와 섬김 등 새

로운 영역에 도전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

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신앙생활은 기본을 잘 유지하면

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구태의연

한 것들은 개조하며, 새로운 것들

을 받아들이되,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먼저 계신 분이 

아니요, 내 삶에서 지금도 역동적

으로 역사하는 분이므로 보다 적

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

욱 친밀하게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목회자들

이 먼저 변해야 한다. 그래야 성

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맛

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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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선교교회(미주)

MEMPHIS, Tenn. (BP) -- I 

am a new International Mission 

Board trustee and, having now 

attended three trustee meetings, 

I am struck by the gravity of the 

responsibility we as Southern 

Baptists have for the people we 

put on the mission field and 

the lost people of the world to 

whom they are called to share 

the Gospel.

The IMB has approved a bal-

anced budget that includes 

adding missionaries for the first 

time in nine years. My prayer is 

that Southern Baptists would 

focus on the task at hand as 

never before taking the Gospel 

to the people of the world who 

have not yet heard.

God has always called us, as 

followers of Christ, to give our 

best. I have marveled at the 

quality of individuals God has 

called to the mission field -- 

those who are being sent by us 

as Southern Baptists. When I 

was in business and now on a 

church staff, I would have hired 

any of these individuals we are 

sending to the mission field.

At the most recent board 

meeting, I sat across from a 

couple at dinner with a 1-year-

old boy. They are headed to 

a tough place in the world. I 

asked about their background 

and preparation for the mission 

field and learned that Daniel* 

earned a degree in engineering 

from Georgia Tech and Cindy* 

earned an interior design degree 

from Georgia Southern. Daniel 

attended Southwestern Bap-

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worked at an engineering firm 

to support his family through 

seminary.

As I listened to the testimonies 

of these soon-to-be missionar-

ies, I heard the word “obedi-

ence” over and over. Their obe-

dience to the call demands our 

requirement to unite and finan-

cially support Southern Baptist 

missions efforts to send even 

more. We are sending the most 

qualified and the best trained 

-- and nothing less is required 

of us here in our churches.

During a previous board 

meeting, I listened to Nathan 

and Ellen tell how the Lord led 

each of them, independently, 

to the call to missions. Nathan 

holds a degree in electrical en-

gineering from Florida State and 

was successfully working in an 

engineering firm. Ellen holds a 

psychology degree from Florida 

State and was working there as 

a researcher when God called 

them. They left their careers 

and with their nine-month-old 

baby, Carrie*, are following the 

Lord in obedience to their call to 

the mission field.

As we sat in the room visiting, 

Ellen’s mother stood out in the 

hall holding Carrie. Her mother 

could not stop the tears. You 

see Nathan and Ellen had al-

ready spent three years in West 

Africa as short-term church 

planters, where they had bur-

ied their first baby, Christopher. 

Now they had surrendered to 

a lifelong missionary career to 

go back to the country where 

Christopher is buried to take 

the Gospel to that part of Africa. 

Ellen’s mother was not the only 

one with tears.

It’s time to focus and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atthew 

28:19–20.

It’s time

FIRST-PERSON

David Coombs

David Coombs is administrative pastor 

of the Memphis-area Bellevue Baptist 

Church and a trustee of the Interna-

tional Mission Board.

무엇을 기념하느냐에 따라 현재

의 좌표가 정해지고 미래의 목적

지도 정해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광야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첫 발걸

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길갈에 도착한 그들은 열

두 개의 돌무더기를 쌓아 올림으

로 이집트 노예생활에서 얻은 수

치심을 뽑아내어 돌덩이를 굴려

버리는 것같이 과거 역사를 청산

했다(수 5:9).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의 부활

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백

성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에 들어가면서 과거 노예의 역사

를 청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은 부활의 왕국에 입성하면서 죄

의 역사를 청산했다.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

라로 향한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라면 십자가는 죄로부터 구원하

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을 기념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

도인들은 예수의 붉은 피로 흠뻑 

적신 십자가의 복음의 뒷장을 넘

겨 무색투명한 부활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예배

한다. 십자가가 인류가 만들어낸 

죄의 역사를 청산한다면 예수 부

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확증한다. 부활은 ‘예

수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끝

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시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선포한다. 부

활하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

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

매이며 본보기이다. 부활은 죽었

다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

명을 얻은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형이다(고전 15:51-

54). 그래서 부활신앙은 재림신앙

으로 이어진다. 만약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

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

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

고 기념하고 살아왔는가? 한국교

회는 어떤 방법으로 기념탑을 세

워왔는가? 미주 한인교회는 무엇

을 소망하고 있는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잊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는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의 정치

와 교회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산

다.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했던 유

대인들은 조상의 죄마저도 자신

들의 죄로 동일화함으로 회개의 

신학을 만들어냈다. 제사장들만

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

던 선지자들마저도 상처받은 바

벨론 이민자들을 위로했다. 왜냐

하면 거대한 이방신전과 물질만

능주의에 빠져 사는 바벨론 사람

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과 위로의 신학은 포로생활로부

터 귀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회개와 위로의 신학

은 성전을 재건축하고 백성의 심

령을 새롭게 하는 부흥의 씨앗이 

되고 터전이 되었다. 

  미주 한인교회는 이민자들을 

위한 위로의 신학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회개 없는 위로의 신학은 

위험하다는 것을 현실로 경험하

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유대인

들처럼 쓰러진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위

로를 갈망하는 이민자들에게 회

개 없는 십자가를 설교하고 십자

가 없는 부활을 설교하지는 않는

가? 최근 한국 사회도 위기상황의 

한계를 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 상

처와 분열로 얼룩진 민심이 치유

되길 기대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세상은 죄악의 한계

상황을 넘고 있다. 이민 교회들도 

한국 교회들도 살얼음판을 걷는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한국 교회 

안에 태극기가 들어왔다. 그러나 

태극기 그늘에 십자가가 가려지

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은 느

끼지 못하는 것 같다. 독일에서 나

치를 상징하는 깃발이 교회 안으

로 들어 왔을 때,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와 같은 신학자와 목

회자들을 중심으로 양심과 신앙

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박 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극

단화된 한국 사회의 구조를 잘 반

영해 주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는 찢어지고 분열된 민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제 촛

불과 태극기는 어원적 지시어를 

넘어 과거 역사를 기념하는 집단

의식을 표현하는 행동언어로 바

뀌었다. 촛불은 정유라의 이대 부

정입학과 태블릿PC의 공개로 밝

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하

나씩 베일을 벗으면서 불통으로 

일관된 박근혜 정권을 향해 나타

난 민심의 폭발이었다. 그렇다면 

태극기는 무엇인가? 왜 대통령 탄

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태극기

와 성조기까지 들고 나왔을까? 무

지한 백성들이라도 선동해서 그 

어려운 국면을 탈피하려는 궁여

지책이었을 것이다. 벼랑에서 지

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

을 게다. 하지만 들어나는 객관적

인 사실들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 

되었고 급기야는 구속되었다. 

 이제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촛

불 집회이든 태극기 집회이든 서

로 다른 집단의 의식을 표현하는 

행동언어가 표출되었다. 문제는 ‘

촛불과 태극기를 들게 하는 원인

과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정치

적인 이유로 촛불을 들든 태극기

를 들든 나름대로 자유로운 선택

을 할 권한이 있다. 물론 그리스도

인들이 사회를 향해 자신의 신앙

과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

고 권장 할만하다. 태극기 집회에

서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그리

스도인들과 일치된다면, 참 큰 문

제이다. 

  촛불은 촛불로 남고 촛불로 기

억되게 해야 한다. 태극기는 원래 

태극기로 남아 모든 사람들이 나

라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기념물

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는 십자가

로 남아야 한다. 흉하고 거친 예수 

십자가지만 죄 용서와 영생을 주

는 사랑의 십자가로 기념해야 한

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나 자신

의 몸을 불태우며 베푸는 구제라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빈 껍질

만 남는다. 십자가가 빠진 부활은 

그저 잔디를 덮어 놓은 무덤에 불

과하다. 예수 부활을 찬양하고 우

리의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을 확인하는 부활절에 우리

는 다시 한 번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의 아침

을 맞이하기로 하자.

기념과 부활

시론(時論)미주

최선범 목사

멜본중앙교회(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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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지방회는 지난 4월 2일 메

타리한인교회(Metairie Korean 

Church)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

배를 드리고, 2017년도 2분기 지방

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루미지방회 부회장 이용구 목사(반

석한인침례교회, Shreveport, LA)

는 루이지애나주총회 아시안코디

네이터(LBC Asian Coordinator)이

기도 하다. 이용구 목사는 마태복

음 16장 19-20절을 본문으로 “천

국의 키”라는 제하의 은혜로운 말

씀을 나누어 많은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시작한 성도들과 목회자가

족을 격려했다. 

메타리한인교회(Metairie Ko-

rean Church)의 담임 전우일 목

사는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

를 준비하면서 상당수가 초신자이

고 그 중에는 최근에 침례를 받은 

성도들도 있어, 사실 교회의 큰 행

사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해 반신반의했는데 행사

를 갖고 나서 ‘성도들과 교회들이 

연합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지 몰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대

가 된다면서 소망을 갖게 된 분들

도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창립 1주

년 예배였습니다”라며 소감을 전

했다.

메타리한인교회는 작년(2016) 

부활절에 첫 예배를 시작했다. 사

실 교회의 전신은 뉴올리언스제일

한인침례교회인데 법정소송을 4

년 동안 하면서 성도가 한사람 남

은 상태였다. 그때에 전우일 목사

도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국교단

[LBC(Louisiana Baptist Conven-

tion)과 NOBA(New Orleans Bap-

tist Association)]을 먼저 움직이

셔서 이 두 기관이 협력하여서 메

타리한인교회의 마더처치인 First 

Baptist Church Covington 과 코

리안 미션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

왔다.

떠나려던 전우일 목사 가족에

게 “떠나지 말고, 같이 사역을 하

자”고 먼저 제안을 해온 것이다. 현

재 메타리한인교회(Metairie Ko-

rean Church)는 미국교회인 First 

Baptist Church Covington에서 세

운 캠퍼스교회이다. 교회 주소는 

3501 Severn Ave. #9 Medairie, 

LA 70002 이다.(문의: 504-427-

4590)

한편, 루미지방회는 2017년도 

2분기 지방회 회의를 마치고 다

음 날 아침(4월 3일)에는,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LBC, Hispanic 

Catalytic Church Planter Strate-

gist]인 Calros Schmidt와 [NOBA, 

Church Health Strategist]인 

Leroy Fountain과 함께 ‘건강한 교

회, Multi-Ethnic Church’에 관하

여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세미

나를 가졌다.

/ 미주=채공명 부장

메타리한인교회,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려
기적적으로 시작된 메타리한인교회, 감사예배로 도약다짐

말씀을 전하는 이용구 목사 환영사를 전하는 전우일 목사

▲ ‘건강한 교회, Multi-Ethnic Church’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 창립 1주년을 맞는 메타리한인교회 성도들

미국 남침례회(SBC) 소속 전문

연구기관인 라이프웨이연구소의 

톰 S. 레이너(Tom. S. Rainer) 박

사는 3월 30일 미국 크리스천포

스트에 ‘교회가 당장 바꾸지 않으

면 죽게 될 9가지 요소들 ‘을 소

개했다.

레이너 박사는 칼럼에서  “또 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면서”이 교회는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날들이 있었을 것이

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일부 사

람들은 이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

라고 예상해 왔었다. 결국 문을 닫

는 교회 수가 늘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레이너 박사는 “대부분의 교회

들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변

화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나

는 이러한 교회들을 ‘급박한 교회’

라고 부른다. 만약 변화가 바로 일

어나지 않는다면, 이 교회들은 곧 

죽게될 것이다. 앞으로 교회들이 

죽어가는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

이라고 전망헀다.

그는 “이러한 변화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

다”면서 변화되어야 할 9가지 요

소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우리는 ‘문화적 기독교’의 죽

음에 대한 한탄을 멈추어야 한다. 

이러한 흐느낌들은 우리에게 어

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교회의 쉬

운 성장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

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교

회에 오지 않는다. 문화적으로 수

용되어야만 교회에 나올 수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기

독교의 사명은 가는 것이지 ‘여러

분 모두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2. 교회가 급격한 변화의 한 가

운데서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장

소라고 보는 우리의 시각을 버려

야 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 속에

서 우리는 위로와 안정감을 찾는

다. ‘교회의 방법, 접근, 사람이 만

든 전통 등은 변화될 수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 변화를 만들기 위

해 이 세상에서 불편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전에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라는 말은 죽음의 선

언이다.

3. 우리는 특권의식(Entitle-

ment mentality)을 버려야 한다. 

교회는 컨트리클럽과 같이 당신

의 특권이나 특전을 누리기 위해 

돈을 내는 장소가 아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가장 나중에 두어야 할 

복음의 전초기지이다. 음악이나 

분위기, 설교의 길이에서 여러분

의 길을 찾으려 하지 말라. 복음을 

위해 죽고자하라. 이는 특권의식

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4. 우리는 행해야 한다. 대부분

은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기보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

는 경우가 많다. 단순하게 먼저 기

도하면서 하나님께 전도의 기회

를 달라고 구하라. 그분께서 당신

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깨닫고 놀

라게 될 것이다.

5.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비성경

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자

도’는 관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교

제는 오락이 아니다.

6. 우리는 사소한 일에 초점 맞

추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6개

월 동안 세부적인 규칙을 놓고 논

쟁한다면 사탄이 좋아할 일이다. 

6개월 동안 전도를 경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7. 우리는 반드시 자학을 멈추어

야 한다. 이러한 비극은 특권의식

과 연관돼 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식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와 관점

이 다른 목회자나 교회 임직원, 교

인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가족들까지 따라갈 수 있다. 왕따

나 빈번한 비판이 교회를 통제하

지 않도록 하라. 스스로 자학하지 

말라. 이는 아군의 포격이 아니다.

8. 우리는 비생산적이 모임이나 

회의를 그만두어야 한다. 모임에

서 매번 지난 주의 삶을 나누기 보

다 모든 교인들이 한 가지 질문이

나 언급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지 않은가?

9.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말하자면, 우

리는 너무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하

고자 한다. 우리는 정말 바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레이너 박사는 “이번 주 약 200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우리 교인

들에게 어떤 극적인 변화가 없다

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

이다. 필요는 매우 급하다”고 했

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 교인

들이여 나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 

당신 교회는 ‘변화될 것인가 아니

면 죽을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복음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

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만들라!”고 조언했다.

/ 미주,제휴=
기독일보 강혜진 기자

교회가 당장 바꾸지 않으면 죽게 될 9가지 요소
문화적 기독교의 죽음을 한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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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호이지만 글을 쓰는 오늘은 예수

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고난 주일이어서 

그 묵상을 기록해봅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게 만든 사랑의 

표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삶

을 살지 못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느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 

내리며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귀부인이 윌리암 그랫스톤의 저녁

식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랫스톤은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고, 대단한 정치가였

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이 여인이 그랫스

톤의 정적이며 역시 뛰어난 정치가인 벤자

민 디즈데일리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에게 그녀가 만났던 두 저

명인사에 대한 소감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

답했다고 합니다. “그랫스톤씨와 만난 후 

그 방을 떠나면서 나는 그가 영국에서 제

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디즈데일리와 만난 후 느낀 것은 내

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

이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요?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한 그랫스톤이었

을까요, 아니면 남을 똑똑한 자로 세워주었

던 디즈데일리였을까요? 말할 필요 없이 디

즈데일리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

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

서 혼자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외쳐 댑니

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은 자신

을 낮추고 상대를 높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런 분이었기 때문

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맥없이 죽어 가실 때 그를 못 박

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의롭고 똑똑한 

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처럼 탁월하고 위대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바보처럼 죽어 주신 것은 우리를 존귀한 존

재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주간에 있는 새벽 기도회

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의 사랑과 겸손을 생각하며 깊이 자신을 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분부를 기억하며 선교를 위

한 헌신의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십자가를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스한인교회(미주)

박성근 목사의‘신앙   삶’ - 25

장요셉 목사의‘갈등을 이기는 삶’시리즈 (24) 

목회자의 역할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
목회자의 역할 수행에 있어 근

본적인 문제는 목회자가 수행해

야 하는 역할이 너무 다양해서 이

에 따라 역할 갈등(Role conflict)

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

회자에게는 대체로 아홉 가지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첫째는, 공식

적 예배를 집행하고 수행하는 예

배 수행자(ritualist)로서의 역할

입니다. 둘째는, 어려움 가운데 있

는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상담자

(counselor)의 역할입니다. 셋째

는, 하나남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심신의 병을 고치거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치유자(healer)의 역할

입니다. 넷째는, 교인들에게 신앙

적 규정과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

(teacher)의 역할입니다. 다섯째

는, 의례를 수행하는 가운데 말씀

을 선포하는 설교자(preacher)의 

역할이고, 여섯째는, 성경 지식을 

연구하고, 교리적 갈등을 해소시

키는 학자(scholar)로서의 역할입

니다. 일곱째는, 교회 조직을 이끌

어 가기 위한 계획과 그것의 집행

을 책임지는 행정가(administra-

tor)의 역할이며, 여덟째는, 교회 

조직을 대표하는 최고의 책임자

로서의 교구 책임자(rector)의 역

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집

단과의 접촉, 혹은 그 집단을 위

해 봉사하는 성직자(cleric)의 역

할입니다. 

역할 갈등이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생겨날 수 있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어려움을 의

미하는데, 목회자는 교인들이 목

회자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역

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중

압감과 불안감이 생겨날 수 있습

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시간과 정

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

다. 목회자의 역할 갈등은 특히 교

인들이 그에게서 기대하는 것과,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서 기대하는 요구가 서로 상반될 

때, 그리고 그들의 교회 참여 동기

가 다를 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교인들은 목회자

가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데 반하여, 다른 교인들

은 그가 행정가적인 역할을 해주

기를 기대하고, 어떤 교인들은 목

회자에게서 강력한 리더십을 기

대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그

에게서 민주적인 지도력을 요청

하기도 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생

기는 상반된 요구나 기대는 목회

자의 역할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

어 때로는 커다란 어려움의 구실

이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또한 자신의 생각과 

교인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

르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영

혼 구원에 목적을 두며 이것을 가

르치려고 하는데, 교인들은 재물 

축복이나 성공, 혹은 출세와 같은 

세상 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목회자가 자신들을 위해 축복을 

빌거나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

고 있다면, 목회자는 당혹감을 느

끼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더욱 어

렵게 만드는 것은, 목회자가 자신

들의 기대와는 다르다고 느끼는 

신도들이 그 교회는 떠나게 된다

는 점입니다. 교인 확보를 위해 잘

못된 기대나 욕구일지라도 충족

시켜 주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목

회자의 역할 갈등도 결국은 교회

의 제도화 과정의 한 필연적 결과

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목회자의 

역할이 다양화, 분업화, 전문화되

어감에 따라 목회자의 역할 수행

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목회 구조에 따른 갈등 가운데

는 가치관의 측면에서도 나타납

니다. 우선 목회 현장과 신학 사이

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신

학교에서 배운 신학이 목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

이 목회 현장에서 자주 나오고 있

고, 목회 현장에서의 실천이 신학

적으로 볼 때 비기독교적인 방향

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 구

조에 있어서 신학과 목회적 실천

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

가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의 문제도 있

습니다. 목회자는 흔히 감정적 요

소와 이성적 요소 사이에서 갈등

을 겪습니다. 한국인의 일반적인 

정서는 감정적인 것이 지배적입

니다. 감정적 정서는 열정적, 적극

적 신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

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경

향이 극단화되면 기독교 신앙은 

비이성적인 기복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치관과 관련한 또 다른 딜레

마는, 사회적 가치관에 있어 교회

의 보수화와 사회의 자유화 사이

의 갈등입니다. 오늘날 고국 땅에

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사회적 이

슈는 바로 이런 가치관의 차이와 

갈등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

회적 가치와 규범이 교회 안에서

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사회에서는 점점 개방적이고 자

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

니다. 이혼이나 혼전 성관계, 동성

애와 같은 도덕적 문제에 있어 일

반인들과 목회자의 생각은 크게 

다릅니다. 주초 문제나 제사 문제

에 이르면 가치관의 차이는 더 커

집니다. 문제는 도덕적이고 문화

적인 가치관이 사회에서는 더욱 

자유화되는 것이 현대적 추세이

고, 그것은 젊은 층일수록 더욱 그

러하다는 데 있습니다. 가치와 규

범에 있어 개방화를 이해할 것인

가, 아니면 이에 저항하고 금욕적

인 가치를 고수할 것인가 하는 문

제에서 목회자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요셉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미주)

목회단상(미주)

메릴랜드‧델라웨어한인침례교

회협의회(회장 임헌묵 목사, 메델

협)는 지난 3월 21일 메릴랜드사

랑의교회(이치원 목사)에서 김영

봉, 류응렬, 황성철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일일세미나를 개최

했다. 

메델협 회계 최명환 목사(풍성한

방주)의 사회로 진행된 경건예배에

서는 이날 행사를 호스트하는 이치

원 목사(메릴랜드사랑의)가 말씀

을 전하고 총무 최한용 목사(기쁨

의)가 광고한 뒤 조승규 목사(네팔, 

부탄 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

다. 이치원 목사는 야고보서 5:7-

11의 말씀을 기초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D-Day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비유하며 연합군 승리의 날 

V-Day까지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우리의 승리

의 날까지 긴장의 시간 속에서 믿

음의 인내로 열매를 거두어, 예수

님은 초림 때 변호사의 위치셨으

나,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

시기에 그 계산의 날에 칭찬을 받

자고 도전했다.

이어진 세미나의 시간에는 ▲

류응렬 목사: 청중을 깨우는 설교

작성과 전달 ▲김영봉 목사: 목사

와 영성 ▲황성철 목사: 현대교회

에 대한 시대적 도전과 대응을 위

한 신학적 제언의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류응렬 목사는 강해설교는 설교

의 한 방법이 아닌 설교 준비하는 

자가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설

교자의 마음가짐과 철학, 그리고 

준비와 전달 모두를 31가지의 질

문을 통하여 답하고 있다. 특히 주

일 낮 설교 한편을 위하여 20여 시

간을 투자하며 고치고 또 고치면서 

토씨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준비

가 꼭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참석

자의 질문인 31가지 중에서 설교자

가 지녀야 할 3가지만 뽑으라고 한

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설교

자는 첫째로 설교자는 태양이 아니

고 달- 받아서 전달하는 자임을 깨

닫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앉아 계

셔서 내 설교를 듣고 계심을 알고, 

세째로 행복하게 설교해야 한다”

고 정리했다. 특히 류 목사는 성구

를 쪼개서 살피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쪼개져서 말씀 앞에 겸손해져

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류 목사

는 모든 설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사람이 세워지도록 해야 한

다고 끝맺음을 했다.

김영봉 목사는 첫째 목회란 하나

님 나라의 눈으로 성도를 섬겨 교

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①목사

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reset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기에 이를 돕는 

자이어야 한다. ②성도는, 내 사람

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알아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③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

러내는 거점으로 천국에서 완성될 

성도의 교제로 보았다. ④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

게 해야 할 대상으로 타락한 풍조

는 언젠가 심판과 폐기의 대상임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목회의 본질이 하나님 나

라에 있기에 목회자의 영성이 제

일 중요하다면서 유진 피터슨이 “

작살꾼”에 비유한 것처럼 가장 중

심이 되는 사람이 목사이며 그 목

사의 목회는 영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목회자의 영성생활을 위해

서는 기도(기도의 우선 순위 확보), 

말씀 묵상(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

라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씨름

하여 성경본문의 음성을 먼저 듣

고 묵상한다), 예배 (예배 인도자가 

아닌 예배자로 예배에 신적 위엄을 

드러내도록 힘쓴다), 독서(소유 양

식이 아니라 존재 양식으로 독서를 

한다), 일기(내면의 쓰레기로 일기

를 친구로 삼는다. 이는 해석된 역

사로 교훈을 준다), 취미생활(영만

이 아닌 몸과 혼의 건강을 위하여)

에 기준, 원칙, 그리고 틀을 짜서 높

은 기준을 세워 패턴을 개발하고 

습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성철 목사는 포스트모더니즘

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면서 ①지식

의 조건적 특성으로 객관적인 지식

은 거부된다. ②의미가 독자 중심

으로 형성되어 지식은 불확실하다. 

③전 포괄적 이론에 대한 회의이

다. 거대담론 (Metanarrative, 혹은 

통합서사)에 대한 거부 ④이성의 

효율성 불신으로 직관, 이미지, 체

험으로 가다. ⑤명제 진술의 가치

가 약화되었다. ⑥Foundational-

ism(정초주의, 기초주의)의 거부로 

실용주의 진리관을 선호하다. ⑦진

리에 대한 불신으로 그것들이 우리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의

심한다. 심지어 과학적 방법도 의

심한다는 특징을 설명하면서 포스

트모더니즘이 교회에 끼친 영향과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메델협회장 임헌묵 목사(라이

프)는 “오늘 일일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이 가지고 

온 주제들이 현재 내 목회에 절대

로 필요한 내용들로 준비되어 너무 

좋았다’ ‘목회와 직접 연결되는 내

용으로 설교, 영성, 신학, 이 세 가

지는 목회의 기초며 시작이라고 생

각한다’ ‘강사 목사님들이 더 열정

적이어서 2-3시간 서서 강의를 하

는데 앉아서 듣는 우리가 더 미안

할 정도이다’라며 유익한 시간이었

다고 얘기를 해주는 등 좋은 호응

이 있어서 감사하다”며 수고해준 

강사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 미주=채공명 부장

▲임원단 및 강사: 왼쪽부터 총무 최한용 목사, 회장 임헌묵 목사, 부회장 김재학 목사, 

                             강사 김영봉 목사, 회계 최명환 목사, 서기 문석원 목사

▲ 강사로 초청받은 류응렬 목사가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다.

에피소드 60.

애리조나 투바시티로 가다

남궁현 목사

버팔로 뉴욕주립대학교회

(미주)

대학교회 이야기 (미주)

단기 선교지를 정하지도 가지

도 못했던 애끓는 7년 후 저희의 

첫 단기 선교지로 어떻게 애리조

나 나바호 자치국, 투바시를 선택

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말 제가 중국인 선교 대회

를 참석할 때 이제 막 침례 받은 

신입생 중국 청년 Pang 형제를 데

리고 갔던 것 기억하시는지요? 수

련회가 끝날 무렵 너무나 아쉬워

하는 청년을 달래 주고자 그 다음 

주에 있는 KCCC Higher Calling 

참석을 제안하게 되었고 연이어 

참석한 수련회에서 역시 큰 은혜

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헤어지기 전 

호텔 로비에서 6명의 형제자매들

에게 가장 크게 깨닫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때 Pang 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선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틔우

신 작은 선교의 불씨가 있음을 보

았고 이 불씨를 잡아 주어야 한다

고 생각했습니다. 때를 놓칠세라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

이고 실제적인 이야기가 즉석에

서 시작되었고 지난 호에 말씀드

린 대로 저희 교회 형편에 안성맞

춤 일 것 같은 애리조나 나바호국

이 떠올라 이영호 선교사님께 바

로 연락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

를 포함하여 총 6명이 함께 하길 

기도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입생 3명 대학원생 리더 2명 그

리고 저까지 꼭 6명이 갈 수 있도

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적은 숫자이고 짧은 기간이

라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선교 일정

이지만 제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

가왔습니다. 바로 사역자로서 가

장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님

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

람들과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장

소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

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순종했기

에 기대가 컸습니다. 3월 14일 금

요일 낮 뉴욕주 버팔로를 떠나게 

된 저희들은 라스베가스를 거쳐 

자이언 국립공원과 브라이스 캐

년을 통과하여 7시간 만에 애리조

나 주 투바 시티에 도착하게 되는

데 이때가 토요일 밤 10시 반이었

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만 따

뜻한 환대로 이영호 목사님과 사

모님께서 저희를 맞아 주셨습니

다. 첫날밤 선교사님께서 미국 원

주민들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역

사적, 사회적, 환경적인 압제와 불

평등 속에 이들이 가진 피해 의식

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자세히 설명

해 주셔서 아주 좋은 수업이 되었

지요.

그리고 제가 예상치 못한 주의 

사항 하나를 알려 주셨는데요 바

로 ‘들개’ 대여섯 마리가 집 주변을 

늘 돌아다니니 사나움의 여부를 

떠나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순간 사나운 이빨의 검

은색 들개가 생각났고 안전에 대

한 경각심으로 다지며 잠을 청한 

첫날, 차가운 밤공기를 속으로 가

깝지만 멀게 들리는 이국적인 들

개의 합창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

니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

개를 통해 저의 영적 무지를 깨우

치실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

다. 다음호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메릴랜드·델라웨어한인침례교회협의회 일일세미나 개최
김영봉, 류응렬, 황성철 목사 강사로 “알찬 세미나 좋았다” 호응

라이프플러스가정센터(Life 

Plus Family Center, 이철/심연희 

공동대표)는 오는 5월 27일(토) 

오후 4시-9시에 샬롯열린교회

(조재철 목사, 1015 S. Trade St. 

Matthews, NC 28105)에서 샬롯

열린교회와 공동주최하여 ‘제5차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 전했다.

강사로는 이 단체 공동대표 이

철 목사(RTP지구촌)와 심연희 사

모를 비롯, 채기병 교수와 이민

경 상담사가 나서 “왜 우리는 함

께 살지?” “싸움만 잘해도 행복하

다” “행복을 더하는 부부 공감대

화” “성(聖)스로운 부부, 성(性)스

러운 부부”의 주제로 강의가 이어

질 예정이다.

성경적 행복한 부부세미나로 

잘 알려진 금번 세미나는 NC한인

침례교지방회(회장 이상범 목사)

와 RTP지구촌교회(이철), 캐리 

사랑의교회(강대찬 목사)의 후원

으로 개최되며 저녁식사가 제공

될 예정이다.

점점 더 가정치유사역으로 영

향력과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행복한 가정세미나’에 대

한 자세한 문의는 www.lifeplus-

family.org, 919-808-1911, life-

plusfamilycenter@gmail.com 으

로 하면 된다.

/ 미주=채공명 부장

라이프플러스가정센터, ‘제5차 행복한 가정세미나’ 연다

“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 타이틀로 오는 5월 27일

미주침례신문은 

한 달에 2회 발행되며

각 침례교회로 우편배달됩니다.

다음 호는 

4월 28일자 입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전임사역자 청빙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워싱턴 주 타코마에 위치한 타코마제일침례교회에서 전임사역자(목사 또는 전도사)를 모십니다. 

1. 멀티미디어(웹 관리, 영상편집, 디자인, 음향) 

    및 한어청년 담당

2. Youth/Young Adult 담당

사역분야

1.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2. 자기소개서 및 구원간증문

3. 추천서 2통

4. 추가 서류 추후 개별 안내

제출서류

* 제출 : 이메일을 통해서만 서류를 받습니다. 

* E-MAIL : cgmin21@hanmail.net
* 문의 : 253-444-8853(민철기 목사)

제 출 처

1. 각 사역에 전문성을 가진 자.

2. 사역 경험과 열정이 있는 자(찬양인도 경험자 환영)

3. 정규 신학을 공부한 자

   (Youth/Young Adult 사역자는 침례교 신학교 졸업자)

4. 이중 언어(영어/한국어) 가능한 자.

5. 미국 내에서 사역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자   격

※ 제출기한: 4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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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사람들은 필자에게 상담

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묻

는다. 늘 어두운 이야기, 아프고 힘

든 이야기들을 접해야 하는 직업

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힘들고 아

픈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우리 모

두의 삶 속에 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 않

을 수 없다. 어떤 아픔은 우리 스

스로가 한 잘못과 실수들에게서 

비롯되기도 하고, 어떤 고통은 우

리의 주위 사람들에게서 시작되

기도 한다. 어떤 비극은 어디서 

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 채 불시

에 청천벽력처럼 찾아들 때도 있

다. 10대의 꽃다운 나이에 암 선고

를 받고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났던 

필자의 동생처럼, 혹은 대여섯 살

이 채 안된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남기고 교통사고로 한 순간에 가

족과 이별해야 했던 어떤 젊은 가

장처럼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

도 없는 아픔이 존재한다. 부모의 

마약중독과 문란한 성생활로 인

해, 날 때부터 HIV 바이러스를 가

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본 적이 있

다. 누구의 잘못에서 시작되었든 

간에, 철없이 놀던 그 아이들과 어

머니를 보는 필자의 마음도 같이 

무너졌던 기억이 생생하다. 대형

참사들은 온 사회를 충격과 집단 

우울증으로 물들게 하고,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피해자들 앞에서

는 감히 한마디 위로의 말조차 찾

기 힘들다. 이러한 고통의 실체 앞

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

을까? 이것은 누군가를 돕고자 하

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

는 피할 수 없는 무게의 질문이다. 

고통에 대해, 회복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던 중에 집

어 든 교재가 있다. 새들백교회에

서 주관하는 “Celebrate Recov-

ery”라는 프로그램인데 중독자들

을 위한 사역의 일부이다. 이 사역

에서 소개하는 회복의 첫 단계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기

력한가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한

다. 잘못을 반복하는 경향을 제어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

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담과 치유

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

인하면서 시작된다. 법정에서나 

사회기관에서 명령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담의 효과를 보기 어

려운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다. 자신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이다. 

릭 워렌, 존 베이커 목사님이 제

시하는 회복사역의 두 번째 전제

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

님께 우리를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에 있다.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

닫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우리의 

무력감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

든 고통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알

게 하신다.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

닌 하나님께 그 답이 있음을 깨닫

게 하신다.

그 프로그램에서 주디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공군 

비행사였던 아버지는 늘 어딘가

로 떠났고, 혼자 자녀 양육을 감당

하던 어머니는 짜증과 분노로 언

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

다. 그녀는 장녀로서 어릴 때부터 

바로 한 살 아래의 동생을 돌보는 

책임을 자연스레 익힌다. 자신이 

실수를 하면 다 큰 것이 알면서 잘

못을 한다고 혼이 났고, 동생이 잘

못을 하면 동생을 똑바로 돌보지 

못했다고 혼이 났다. 어쩌다 화를 

내거나 울음이 터지면 벌로 ‘하늘

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문

구를 백번씩 써야 했다. 주디는 자

신이 완벽하지 못해서 당연히 혼

나야 한다고 배웠다. 하나님은 완

벽하지 않은 자신을 돕지 않으신

다고 믿으며 자랐다. 

어느 날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

버지가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왔

다. 그러나 술이 그의 남은 삶을 

채웠고, 그런 아버지에게 어머니

는 더욱 분노했다. 어머니가 분노

할수록 아버지는 점점 더 마셔댔

다. 십대가 된 주디는 가정에서 오

는 불안감과 아픔을 또래 남자들

에게서 해결하고자 했다. 남자들

에게 몸을 허락하면 그들은 그 순

간만은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속

삭였다. 그녀가 너무나 듣고 싶

어 했고 갈급했던 말이었다. 그러

던 중 그녀는 학교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미식축구선수와 데이트했

다. 데이트 중에 그 남자친구는 두

세 번 그녀를 때렸다. 학교에다 이

야기하자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

았다. 그는 똑똑하고 인기 있는 대

학생이었으며 그녀는 여기저기 

남자들과 자고 다니던 문제아였

다. 그녀는 모든 문제가 부족한 자

신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렇

게 그와 결혼을 했고, 그녀는 결혼 

첫날부터 끊임없이 매질을 당했

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조금만 

더 완벽하면 남편이 자신을 사랑

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의 폭력

과 술, 바람을 묵묵히 견뎠다. 그러

던 중 십대인 큰 아들이 우울증과 

불안증 진단을 받게 된다. 완벽하

게 감추었다고 생각한 매질과 울

음을 큰 아들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아들

에게도 매질을 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서 주디는 중독자들의 가

족을 위한 모임을 찾아간다. 그리

고 그 모임이 열리던 교회에서 그

녀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 그 누

구도 그녀와 아이들을 도울 수 없

다고 생각한 그때에, 불가능한 상

황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

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를 

일으키실 힘이 오직 하나님께 있

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

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하나님이 이

끄시는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

다. 남편의 폭력, 중독, 여자 문제 

등이 다 자기 탓이라는 자격지심

에서 벗어나 자신과 아이들을 지

키기 위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

다. 그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

았던 남편은 그녀를 떠났지만, 그

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자신을 새

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

지했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

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간다. 

상담의 현장에서 슬픈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디처럼 현재

의 삶 속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

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경험한

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지켜

보는 은혜를 누린다. 그런데 우리

가 기대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것도 본다. 주디의 남편이 기적적

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며, 그녀의 

아들이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 여

자 친구를 때리는 바람에 소년원

에 가게 된 이야기도 듣는다. 때로

는 고통 중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도 하고, 그대로 삶을 마감해야 하

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다. 그

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에 대한 근

본적인 답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고통이 끝이 결단코 아

니라는 것이다. 회복의 열쇠는 우

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크신 하나

님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이기

신 예수님을 통해 완벽한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슬픈 이야기를 듣

게 되는 이 순간에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한다. 아픔이 있는 

그 현장에서 더더욱 부활을 소망

한다. 우리의 고통은 끝이 아니다. 

이 스토리의 엔딩에는 반전이 있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엄청난 반전이 그분 안에서 이

제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

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

어진, 반전이 있는 엔딩이다.

부활, 반전이 있는 엔딩

심연희 사모

RTP지구촌교회(미주)
Life Plus Family Center 공동대표

cKosta/Kosta 강사 및 전문상담가

가정상담칼럼 (23)

생명나무침례교회

2016년 표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

5608 suwanee dam rd. Sugar hill, GA  30518

404-429-7404

임연수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랄리한인침례교회

9130 Baileywick Rd Raleigh, NC 27615

919-845-4858(교회), 919-389-7482 

최순신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 주 침 례 신 문 의  문 서 선 교  후 원  교 회  및  단 체

버밍햄한인침례교회

1016 19th St. S. Birmingham, AL 35205

205-933-1474/205-933-7774(F)

장영득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교회

4480 Peachtree Corners Circle, Norcross, GA 30092

404-579-4570

권석균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이낫한인침례교회

415 28th Ave. SE. Minot ND 58701

701-818-2330, hsp236@yahoo.com

박유수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뉴송교회

4220 Fairway Dr. Carrollton TX 75010

 972-395-8400 / www.newsongdallas.org

박인화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리조나 지구촌침례교회

536 E. Fillmore St., Tempe, AZ 85281

(480)425-0691(교회), (480)401-7999(목사) jiguchonchurch.org

이아브라함 목사

타코마제일침례교회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253-535-5803

최성은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씨월드침례교회

4608 Gardena Ave., San Diego, CA 92110

619-276-7019

이호영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침례교회

4015 Anglin Road, Columbus, GA 31907

   706-593-4955

원천호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생명침례교회

1401 Old Peachtree Rd., Suwanee, GA 30024

전화: (770)495-5802~4    http://newlifeatlanta.net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용수 목사

뉴저지침례교회

535 Lakehurst Rd., Browns Mills, NJ 08015

609-893-9191

문종성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벤에셀선교교회

220-16 Union Tpke., Oakland Gardens, NY 11364

718-570-5858

최창섭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드웨스트한인침례교회

1004 N. King Ave., Midwest City, OK 73130

dshim@ymail.com     405-737-0691

심종섭 목사

침례신문미주을 통해

침례교단에 복된 유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뉴올리언즈침례신학대학원한

국어부(디렉터 최봉수 목사)는 지

난 4월 3일(월) 오전에 이 학교 Dr. 

Kelley 총장을 초청한 가운데 의미 

있는 ‘Preview Day’를 개최했다.

‘Preview Day’는 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한 선후배 동문이 모여, 학

교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학교를 둘러볼 수 있도

록 소개하고 교제하는 자리를 말

한다. 

학생회의 찬양인도로 시작돼 최

봉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목회학박사 담당 이종길 교수의 기

도, Dr. Kelley 총장의 설교, 축도는 

홍만용 목사(어거스타세광, 원로)

가 맡아 인도했다. 

특별히 Dr. Kelley 총장은 예레미

야 3:19-24의 본문으로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다. 그러나 순종이 반드시 복을 가

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종종 슬픔

과 고통을 가져다준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의 

삶을 살았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

께 범죄함으로 인해 심판을 자처할 

때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했으므로 그 

결과 예레미야는 동족들로부터 미

움을 사게 되고 민족도 망하는 슬

픔을 경험하게 된다”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보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

종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가 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

이 하는 교인이 하자는 대로 사역

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위기가 찾아

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그 영향력있는 사람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할 것인지, 그

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 그리

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

나님께 충성하면 뜻밖에도 사역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다반사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언제

나 어려움을 동반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

교에 와서 학업을 하는 것으로 인

해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 않

은가. 순종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

해주지 않고 많은 경우 고통을 동

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

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은, ‘순종이 고통을 가져올 때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이

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Tender Kindness(부드

러운 친절)와 Loving Mercy(사랑

스러운 긍휼)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

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침마다 새

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애 3:22-23)고 찬양받으실 하나님

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자비를 매

일 베풀어주실 줄 믿는다”고 전해 

큰 은혜와 도전을 주었다.

계속해서 예배 후에는 최봉수 목

사의 진행을 따라 로비에서 다과를 

나누며 교제도 하고, 총장과 기념 

촬영도 하였으며 입학 희망자들, 

재학생, 동문, 지역교회 목회자들

이 함께 점심식사를 나누며 격려하

고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Dr. Kelley 총장은 내년에

는 좀 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한

국부 학생들과 시간을 갖기를 약속

하면서 다음 스케줄을 위해 자리

를 옮겼는데 이날은 학교 관계자

만이 아니라 조지아주한인침례교

회협의회(회장 유대준 목사, 조침

협) 소속 회원 목회자들도 함께 참

석해 축하와 교제를 나누었으며 회

장 유대준 목사(새하늘)는 협의회

의 진행사항과 광고사항을 나누기

도 했다. 

/ 미주=채공명 부장

Dr. Kelley 총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

뉴올리언즈침례신학대학원한국어부 ‘Preview Day' 개최

말씀을 전하는 Dr. Kelley 총장 행사를 이끄는 최봉수 목사

안녕하세요! 

골스보로한인침례교회를 섬기는 이강국 목사입

니다.      

벌써 지난 10월이니... 5~6개월이 지났네요!     

태풍 메튜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었고, 엄청난 상

실감과 위기에 빠져 있던 저희 교회가 기적 같은 하

나님의 은혜 안에,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

해, 복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3월 19일) 오후 4:30분, NC한

인침례교지방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찬양하

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수해복구 감사 예배’를 드

렸습니다.      

예배 설교로는, 랄리제일한인침례교회 최동갑 목

사님께서 행 20:28절 말씀을 통해, ‘피로 사신 교회’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 격려하는 

말씀으로는 Pastor Jon Hoey(Neuse Baptist As-

sociation Director)와 현승헌 목사님(훼이트빌 한

인)께서, 짧지만 강력하고도 위로가 되는 말씀들로 

성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Everything is God’s Grace’라

는 제목으로, 수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고, 바로 이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대표한 최

정애 성도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

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

이 있었습니다. 

첫째, 몇 안 되지만 저희 성도들 모두가 분주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준비된,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

는 예배되는 것’, 둘째는 함께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

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

데 있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수많

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격

려하는 시간이 되었고, 저희 교회 또한 새로운 하나

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기회가 되

었습니다.      

이 같은 좋은 소식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

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알려 드릴 방법을 생각

하다, 기도 요청도 ‘미주침례신문’을 통해 했으니, 

좋은 소식 또한 이곳을 통해 하면 좋겠다는 생각

에, 이렇게 미주침례신문을 통해 연락을 드립니다.      

그간, 많은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와 같은 시골의 작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기

도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앞으론 더 좋은 소식들을 통해 뵙

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C 골스보로한인침례교회
이강국 목사 드림

골스보로한인침례교회 태풍 메튜 극복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해복구완료”

NC한인침례교지방회와 함께 '수해복구 감사예배'

▷ 미주침례신문은 미주 전역의 한인침례교회로 우편발송됩니다.

▷ 미주침례신문은 격주간으로 발행됩니다.

▷ 미주침례신문은 한국과 미주소식을 합본해서 발행됩니다.

▷ 구독신청 및 기사송고, 광고문의 :

                       678-200-2080 / bp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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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1년 전, 작년 4월 8일 우리는 

감사하게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 아내는 14 

년 만에 고국에 가니 감회가 깊었

다. 남들은 한국에 잘도 갔다 오건

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오랜만

에 방문하려니 만나보고 싶은 사

람도 많았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

았다. 형제들을 비롯해서 친구들 

그리고 양육하고 교제하던 사람

들이다.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참 

뜻깊은 시간들이었다.

인천 공항에서 공항버스를 타

고 영등포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

은 설레기 시작했다. 영등포 정류 

장에는 사랑하는 옛 친구들이 우

리를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기 때

문이다. 한 친구가 이 메일을 내게 

보냈다. “인천에 도착하면 곧바로 

공항버스로 영등포로 오세요. 그

날 밤 우리와 함께 옛날 영등포의 

추억을 더듬으며 ‘영등포의 밤’을 

가져볼까 하는데, 물론 괜찮죠?” 

말만 들어도 고맙고 옛 정이 새록

새록 떠올랐다. 

43년 전 갓 신학교를 졸업한 나

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전도

사였다. 그 해 결혼하여 아내와 함

께 순박한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

께 하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이었

다. 해마다 여름이면 수양회를 가

졌는데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 그때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장

항선 완행열차를 타고 충청도 서

해안 바닷가로 수양회를 갔다. 백

사장에서 달리기와 운동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다가 더우면 

바닷물에 첨벙 뛰어들어 수영을 

하며 즐거웠다. 밤에는 모닥불을 

피워 놓고 둘러앉아 찬양하고 말

씀을 전했는데 감성이 예민한 때

라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였다. 또 

재미있는 것은 서울에서 예쁘장

한 여학생들이 왔다고 잔뜩 관심

을 가진 동네 청소년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들은 제각기 서울 여

학생들의 시선을 끌려고 노력하

는 것이 참 귀엽게 보였다. 참 그

때는 세상이 순박하고 청소년들

도 순진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그때 그 학생

들이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어 며느리와 사위를 보

고 손자 손녀를 기다리는 젊은 할

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다. 우리가 

저녁을 함께 먹고 옛 추억을 더듬

으며 이야기하는 사이 영등포의 

밤은 깊어만 갔다. 그중에 한 친구

가 내게 물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옛날 전도사님과 우리들 이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목사

님과 우리가 띠 동갑이 아닐까 하

구요? 우린 모두 0 띠입니다.” 그

러고 보니 띠 동갑이 맞을 것 같았

다. 내가 30세,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그래 나도 0 띠

야” 하고 말했더니, “그럴 것 같았

어요. 목사님과 우리는 띠 동갑입

니다.” 띠 동갑이라고 하니 더 친

근감이 느껴졌다. 

띠 동갑 중에 두 명의 목사가 자

랑스럽다. 띠 동갑은 아니지만 한 

사모는 여리고 착하기만한 고등

부 여학생이었는데 교회 오빠를 

사랑해서 사모가 되었다. 사모되

어 감사하고 또 보람도 있지만 얼

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안쓰

러웠다. 그리고 목사 친구를 둔 두 

형제는 교회에서 조용하면서도 

모범적인 일꾼

이다. 여학생 

교복을 입고 

귀여움을 받던 

여학생 역시 자상하게 섬기는 교

회 어머니, 할머니들이 되었다. 그

중에 한 부부는 내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금실이 좋은 부부이다. 

이제는 옛날 전도사와 고등학생

이 아니라 같이 나이 들어가는 친

근한 친구로 느껴졌다. 나는 그 자

리에서 제안했다. “우리가 띠 동갑

이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제부

터 띠 동갑 친구로 하세, 어떤가?” 

모두들 동의해서 우린 친구가 되

기로 했다. 

이렇게 영등포의 멋진 밤은 깊

어만 갔고 우리의 우정도 더욱 깊

어 가는 것 같았다. 영등포의 밤을 

마련하고 함께 즐긴 띠 동갑들이 

고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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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의 밤에 맺은 띠 동갑 친구들

최광평 목사

파두카글로벌교회(미주)

저희 교회에서 진행한 세겹줄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팀 켈러 목

사님의 ‘기도’라는 책은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늘 기도

하는 시간은 많은데도 기도의 깊

이를 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

쉬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도움

을 받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방

향을 많이 제시해 주어서 좋았습

니다. 물론 금식기도라든지 대적

기도 같은 부분을 다루지 않았던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기

도에 대한 폭넓은 정리가 가능했

던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강의했

던 대로 저도 이제부터 실천에 들

어갈 텐데 이 시간들이 제 기도의 

폭을 넓혀줄 것 같아서 기대가 됩

니다.

특별히 저에게 도전을 준 것은 

기도를 말씀에 기초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제가 하

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즐기는 편이었는데 균형을 취하

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묵

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대

화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를 위

해서 좀 더 많은 성경구절을 암송

해야겠다는 것이 도전이 되어서 

올해는 생명의 삶(서울교회 성경

공부, 편집자 주)에서 가르치는 80

여개의 구절을 암송하고 그 구절

들을 묵상에 활용해 보려고 합니

다. 이미 오래 가르쳐 와서 저에게 

익숙한 구절들이니 암송이 어렵

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도전이 되었던 것은 

자아성찰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까지는 기도의 다섯 가지 요소 중 

하나로 회개의 개념만을 생각했

고, 뚜렷이 회개할 것이 많지 않은 

일상이라 어려웠는데 자아성찰을 

위한 묵상의 시간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정결한 삶으로의 도

전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

지 방법들이 분명 저의 기도시간

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 같다

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앉는 그 순간 대화를 나누고 계시

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대화 속

으로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는 생

각은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

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 준 

말이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규칙적으로 시

간을 투자해야한다는 말에 동의

해서, 지금까지는 설교준비를 위

해 성경묵상을 충분히 하고 있다

는 전제하에 2-3년에 한번 통독

하는 정도의 분량의 성경을 읽었

는데 올해부터는 1년에 한번은 성

경을 일독해야겠다는 목표도 세

웠습니다.

결국 저의 올해 기도제목은 제

가 경건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

서 좀 세밀하게 다시 짚어야 하겠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기

도제목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도 올 한해는 ‘성경일독과 

함께 폭넓은 기도훈련을 통해 좀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도록’입니

다. 신약성경의 편지서들을 보면 

사도들을 포함해서 신약의 성도

들은 뭔가 풍성한 기도의 체험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표현하는 ‘

속사람의 강건’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것에 좀 더 

신경을 써 보고자 합니다.

가족의 기도제

목으로는 여전히 아내의 눈입니

다. 예전에 비해서 요즈음은 안 보

이는 정도가 조금 심해진 것 같습

니다. 낯선 곳에서는 전혀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식당에 가

서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시키면 

밥 먹는 것을 많이 도와주어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익숙

한 곳에서는 다치지 않고 잘 다니

는 것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때문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올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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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Baptist  Press

서양세계에서 인간의 평등은 지

극이 당연한 전제이다. 그러나 동

양의 정서는 인간의 평등보다 피

라미드적 구조의 계급의식이 지

배하고 있다. 이런 사고의 패턴은 

언어 사용에도 극명하게 드러난

다. 대학에서 배웠던 영어수업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의 영어수업

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초급영

어, 중급영어, 고급영어. 영어 문법

의 난위도를 급수로 계산한다. 수

업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이는 누가 더 고

위에 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

다. 미국 대학에 유학 와서 수업 

시간표를 보니 동일한 수업에 대

한 표현이 달랐다: Basic English, 

Intermediate English, Advanced 

English. 누가 더 앞서갔는가가 관

건이지 누가 더 높은 가가 관건은 

아니다. 영어의 리더라는 말로 고

위직이라는 말보다는 이끌고 간

다는 의미이다. 이끌고 가기 위해

서는 앞에서야만 한다. 

계급적 사고를 하는 동양인에

게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

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

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 23:11).

필자가 네팔에서 사역에 집중하

여 사역을 시작한 지도 1년이 넘

었다. 그동안 세 번의 목회자 세미

나를 인도하였고 네팔의 여러 교

회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최근 필

자는 네팔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fundraiser를 개최하였고 강

사로 네팔 기독교의 탁월한 리더

인 Tek Dahal 목사님을 초청하였

다. 대표적인 힌두교 국가인 네팔

은 인구의 2% 미만이 예수를 믿

는 미전도 지역이다. Dahal 목사

는 네팔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

도자로 National Churches Fel-

lowship of Nepal(NCFN)의 총

회장이다. 네팔에는 약 110만 명

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중 약 80

만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들이 

속해 있는 2천 개 이상의 교회가 

NCFN에 속해있다고 하니 네팔에

서 Tek Dahal 목사의 영향력이 어

떠한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런 

리더를 만났을 때 필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어보았다. “목사님

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

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다.” 

Dahal 목사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

이 대답하였다. “섬김”입니다. 

인간의 평등보다 피라미드 구조

의 사회계급에 더 익숙해 있을 아

시아의 지도자가 이렇게 말한 것

은 적어도 필자에게는 충격이었

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

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네팔이 

망해가는 이유는 리더가 섬기려

고 하기보다 자신을 섬기라도 주

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 공무원만 되면 섬김을 받으

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

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섬김을 받

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

다.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순

간 지도자는 수많은 위협에 자신

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리더십에

는 반드시 도전과 위협이 있다. 모

세의 철저한 후원자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약점(?)을 잡아 

자신의 리더십에 도전 (민 12장) 

할 줄 모세가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았을까? 더욱이 아론과 미리암

은 자신의 가족이 아닌가? 권력은 

가족과도 나눌 수 없는 속성이 있

다던가? 

어쩌면 리더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

이 이끌고 가는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권위와 카리스

마로 둘러싸려고 하는지도 모른

다. 교회 지도자의 몰락은 교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교회

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도

자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 공격받

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신의 기득권과 권위를 스스로 내

어놓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 없이 행할 수 있는 가벼운 결

단이 아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보

여준 지도력은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

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

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하라” (마 7:12). 리더는 사람을 얻

어야 한다. 사람을 얻기 위해 리더

는 기꺼이 나 자신을 타인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친구를 찾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선교사역을 위

해 10년 이상 모금활동을 하다 보

니 조금 모금의 기본원리가 눈에 

보인다.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람

들은 90% 내가 먼저 베풀었던 사

람이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과 이

의 실천이 섬김이다. 이것이 없다

면 기독교 지도자는 아니다. 부활

은 언제나 죽음을 전제한다.

섬김

정태회 목사

D.C.M.i 대표(미주)

삶, 안목, 
             리더십   13.

트루포인트한인교회(김덕영 목

사)가 지난 3월 26일 오후 5시, 교

회가족들과 동역자 형제자매를 초

청한 가운데 개척감사예배를 드렸

다.

이날 개척감사예배는 트루포인

트교회 찬양팀이 이끄는 경배와찬

양 시작해 트루포인트교회 담임 김

덕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회자의 간단한 환영인사와 묵

도 후 이날 예배의 기도는 멀리 스

테이스보로에서 달려온 강택구 목

사(예수문)가 인도했으며 김덕영 

목사가 10년 동안 몸담았던 세광

교회(임경철 목사) 성가대(지휘 김

중기 전도사)가 특별찬양을 불러 

의미와 은혜를 더했다.

계속해서 트루포인트교회 청년

부에서 준비한 태권도 선교시범(

김승호, 조지성 형제)과 특별찬양

이 이어져 은혜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됐다. 특별히 태권도 선교시범

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경을 봉독하고 단에 오른 임경철 

목사(세광)가 “환상의 첫 성 빌립보

교회”(빌 1:3-11)의 제목으로 말씀

을 전했다.

임경철 목사는 “오늘 매우 기쁘

고 감사하며 김덕영 목사님의 개척

과 트루포인트교회를 축하한다. 잃

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귀하게 쓰임 

받고, 찾은 영혼을 양육하며 새로

운 재생산 선한 청지기를 많이 배

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다. 김

덕영 목사님은 저하고 특별한 관계

이다. 세광교회에서 10년을 섬기셨

지만 침례, 졸업장, 안수도 나를 통

해서 받은 깊은 관계의 목사님이어

서 이곳에 오는 마음이 참 행복했

다”며 “함께 터키선교를 갈 때 마음

이 흡족하고, 리더십이 있다는 것

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종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김덕영 목사님 가

정은 사모님을 비롯해 유정, 은정, 

수환 남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칭찬할만한 가정이다. 이 교회도 

이 가정분위기가 이어져서 화목한 

교회가 될 줄로 믿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임경철 목사는 “오늘 

본문은 빌립보교회를 생각하는 바

울의 기도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으

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길 원한다. 첫째,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

고 있기 때문이라’(5)라고 했다. 빌

립보교회는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

는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다. 

바울이 옥중에 헌금을 해서 보낸 

교회이고, 시시때때로 바울의 사

역에 동참한 교회다. 온 교인이 그

렇게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둘째는 ‘내가 기도하

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

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9)

의 말씀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 되기를 바란다. 교회에는 필요

한 것이 많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다. 학위보다 사랑

의 온도가 몇 도인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11)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

해 큰 은혜를 끼쳤다.

헌금의 시간에 유순형 권사(중앙

장로)가 가야금 특주가 있었고, 권

석균 목사(아틀란타 지구촌)가 격

려사를 전했다. 권석균 목사는 히

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예수

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기를 

바란다.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것

은 상처가 없거나 완벽한 것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그저 주님을 바

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기를 바란다

고 격려했다. 이어서 김덕영 목사

가 교회를 소개하면서 광고 후 찬

송을 부르고 서석구 목사(흰돌소

망, 원로)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

쳤다.

트루포인트교회는 2016년 7

월 가정에서 시작해 현재는 2266 

Duluth Hwy #4-A Duluth, GA 

30097 으로 옮겨 오늘에 이르며 ‘

말씀과 전도와 구제가 넘치는 교

회’라는 표어로 성장해가고 있다. 

한편, 특별프로그램으로 목요일 오

전 10시에 ‘엄마가 바뀌면 자녀가 

바뀐다’는 주제로 양육세미나(인

도: 변내영 목사)가 좋은 호응 속에

서 진행되고 있다.

/ 미주=채공명 부장
말씀을 전하는 임경철 목사

“트루포인트교회여, 환상의 첫 성 빌립보교회 같아라”

  트루포인트한인교회 개척감사예배 드려

▲ 트루포인트교회 청년들이 태권도 선교 시범을 보이고 있다.

▲ 트루포인트교회를 개척한 김화진 사모(좌)와 김덕영 목사(우)

심윤수 목사

미주침례신문사 사장

첫 번째 부활절은 베드로에게 

인생의 한 터닝포인트(a turning 

point)였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

째 부활절 경험이 없이는 사도행

전의 베드로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

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빅 마우스로 유

명한 베드로는 그 엄청난 부활

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한 마디

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

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

던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베드

로를 용기 빠진 시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괴로워하다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다시 어

부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밤

을 지새우면서도 고기를 잡지 못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을 넘어 

그 주님을 떠난 디베랴 바다 새

벽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

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사랑하는 

따뜻한 음성으로 “얘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

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떡과 생선을 직접 구워 놓으시

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

이라고, 치라”고 세 번씩 부탁하

셨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부활절에 깨

달은 것은,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

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

님께서 자기보다도 자기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

른 하나는 “주님은 아직도 자기

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

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활절

심윤수 목사의 설교 예화 - 46

엘림 선교 학교
 (Elim Mission School)

※ 2016 여름 엘림선교학교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74XwBXgd6-4

엘림선교학교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다년간 대학진학과 신앙성장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진학대학: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Purdue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Emory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Northwestern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New York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Wisconsin, Weil Cornell Medical College(대학원)

엘림선교학교는 교육을 통한 전도와 선교를 추구합니다.

엘림선교학교는 다음세대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엘림선교학교는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여름수능교실  

Class Info

(Summer ACT/SAT Class)

◈ 기   간 :  1차 (6/5 - 6/30); 2차 (7/3 - 7/28) 4주간 합숙

◈ 대   상 :  7-11학년      

◈ 목   표 :  ACT/SAT시험준비와 경건생활을 통한 신앙성장

◈ 장   소 : 엘림침례교회 (13015 Lantern Rd Fishers IN 46038)

◈ 등록비 : $ 1,200  Pay to Elim Baptist Church

◈ 연락처 : syyun620@gmail.com, 317-220-3134 (Sarah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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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례신문 미주판 2017년 4월 7일미주-교단 제100호 침례신문 미주판 19문화제100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 미주침례교 가족의 심령

과 섬기는 교회와 사역위에 평안과 소망, 활력이 넘치기를 믿고 기

도한다. 

5년 전, 난산 끝에 태어난 태아처럼 ‘잘 클 수 있을까?’ 싶었던 미

주침례신문이 지령 100호를 발행하게 되니 감사하고 크게 축하한

다. 풍성한 축하잔치나 그럴듯한 행사, 그리고 흔히 전달되는 상패

의 홍수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예

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감격스럽고 생기가 도는 2017년 부활절에 지

령 100호를 발행하니 더욱 의미 있는 전국 축하잔치이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친다.

누구의 기도와 후원도 없이 한국침례신문의 미주지사로 두세 사

람이 주머니를 털고, 맨발로 뛰면서 초판을 발행하던 것이 엊그제인

데 벌써 5년이 지나고 지령 100호가 힘있게 얼굴을 들었다. 총회가 

발행하고 후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총회와 긴밀한 협조를 나누면서 

미주 전역과 남미, 호주, 유럽, 한국을 드넓게 마당삼고 침례교의 복

음선교사역의 협력지로서 튼튼하게 자랐다. 특별히 한국과 미남침례

교의 사역과도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상호기사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애틀랜타 조지아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서부, 동부, 중부, 지사활동을 하는 모습은 IT시대의 

종이신문에 대한 걱정을 뛰어넘고, 여타 기독교신문에 앞서가고 있

으니 대견하기도하다. 이제 지령 100호를 발행하면서 그래도 반성하

고 평가하면서 주님께서 키우고 쓰시려는데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독자와 교회의 협조, 그리고 총회와도 유기적

인 선교활동에 임하고 나가서 타 교단에게도 모범과 빛이 돼야한다.

그러기 위해 첫째, 평가와 도전의 100호 기점이 되기를 바란다. 그

동안 소식지의 역할은 충분히 잘했다. 각 지방회까지 유기적 연락망

을 통하여 상호협력하는 문서선교사역도 많이 개발됐고 성장했다. 

그리고 기독교문화면은 어느 신문보다 좋았다. 어려움 가운데 선교

분야에도 많은 할애를 했다. 목회자들을 위한 재료보급도 성심껏 했

다. 각 신학교사역을 후원하는데 균형 있게 노력했다. 총회신문은 아

니지만 총회와 한 몸처럼 잘 협력했다. 미래를 바라보며 영문지면을 

내고 인터넷신문을 기초라도 세운 것은 훌륭하다. 목회자, 신학교수, 

평신도까지 참여하고 협조한 것은 귀하다. 

그러나 약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린이 신문이나 닮은꼴 신문

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신문은 기독교문서선교이면서 언론이다. 언

론으로서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도 중요하지

만 ‘누가 무엇을 보느냐’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독자의 그룹을 한

정할 필요는 없다. 시대에 맞는 언론으로서 복음선교적 사명이 있다. 

시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신문의 사

명임에 틀림없다.

기독교적, 복음주의적, 침례교적 관점에서 시대를 보자. 피흘린 발

자취의 역사관을 가지고 침례교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부활신앙

이야말로 우리 침례교회의 기본이고 핵심이다. 또한 건전한 제안과 

건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자. 편견이나 대립으로 교회나 교단이 어

려울 때 중립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서로가 받아드릴 

수 있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화목을 찾고 인식

과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성경을 제시하는 것도 기독교언론의 사명

일 수 있다.

기독교양심, 기독교철학을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세우고 나가

자. ‘꿩 잡는 것이 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속어가 기독교 안

에서 난무해서는 안 된다.

지령 100호를 넘기면서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고 미래를 향하여 질

주하는 용기로 발돋움 하자. 유약한 후원 속에서 힘써 수고하는 미주

침례신문 임직원은 무엇보다 독자와 교회, 그리고 총회와 각 기관의 

따듯한 협조에 감사하며 보다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한다. 

이제 눈앞에 큰 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 총회의 정관 개정

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미주 침례교 총회의 총무 선임이다. 

지령 100호를 넘어서는 미주침례신문이여!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처럼 확인하자. 광고지는 광고지로서

의 사명과 역할이 있다. 미주침례신문은 미주침례교의 건전한 성장

을 위해 쓰시는 주님의 편지다. 미주침례신문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의 은총과 생기가 넘치기를 빈다.

지령 100호 발행을 축하하며

부활의 복음으로 내일의 힘과 소망으로 서자

社說 사설

미주침례신문 온라인    www.bpnews.us

&  Cultur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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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신간

프랑스 파리 근교에 가난과 절

제를 모토로 하는 프레몽트르 수

도원이 있었다. 수도원은 가난했지

만 수도사들의 노동과 절제 등으로 

나름대로 잘 유지되고 있었다. 신

앙훈련과 영성개발이 잘 이루어진

다는 명성이 있어서 수도사 지망생

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수도원은 잘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게 가난한 

수도원이지만 모든 수도사들이 경

건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

며 영성을 키우면서 생활했다. 경

제적인 어려움을 각오한 수도사들

은 경제적 어려움이 만만치 않지만 

잘 견디며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

었다. 가난을 제외하면 프레몽트르 

수도원은 거룩하고 은혜로운 수도

원이었다. 

그런데 프레몽트르 수도원의 재

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바닥 나 버렸다. 수도원의 

기본적인 재정마저 바닥난 것이다. 

수도원 뾰쪽 탑이 무너져 내리고 

창문들은 깨어져 나갔지만, 그런 

것들을 손 볼 여유가 없는 상황이

었다. 더욱이 깨어져 버린 종마저

도 다시 살 형편이 되지 못해 신부

들은 나무 딱따기를 쳐서 기도 시

간을 알리곤 했다. 

수도원 원장을 포함한 수도원 행

정부에게는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들은 아무리 

은혜롭게 경건한 수도원이라도 돈

이 없으면 존재 수 없다는 위기감

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만물의 주

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들이었지만 현실

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

고 끙끙 앓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는 고셰라는 이름을 가진 수도사가 

있었다. 고셰가 하는 일이란 고작 

젖소 두 마리를 돌보는 일이었다. 

가난에 찌들대로 찌든 수도원의 재

정상태를 알고 늘 가슴 아프게 생

각하던 고셰 수도사는, 어느 날 수

도원 원장을 찾아간다. 그리고 프

레몽트르 수도원의 어려움을 타개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한다. 

고셰는 어린 시절 양아버지 어깨너

머로 배운 불로장생주 제조법을 알

고 있고, 이것을 만들어 팔면 수도

원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한 것이었다. 

수도원 원장은 반색을 하며 고셰

에게 그 불로장생주를 만들어 보자

고 한다. 수도원 원장의 적극적 지

원과 특별한 허가 아래 고셰는 자

신의 일이던 젖소를 돌보던 일을 

중단하고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어릴 때 기억을 되살

려 불로장생주를 만들기 위해 골몰

한다. 수도원 사람들은 심혈을 기

울여 불로 장생주를 만드는 고셰를 

위해 기도했다. 고셰 자신도 부디 

불로장생주를 잘 만들어 거룩한 수

도원 사역에 보탬이 되도록 기도하

면서 불로장생주를 만들었다.

정성을 모아 6개월 동안 밤낮으

로 애쓴 결과, 마침내 고셰 수도사

는 불로장생주를 빚는데 성공한다. 

맛도 좋고, 향기도 좋은 불로 장생

주가 만들어지던 날 수도원 관계자

들은 흥분했다. 불로장생주 제조

에 성공한 이후부터 수도원은 급

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고셰 수도

사가 빚은 불로장생주는 프랑스 전

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수입

도 만만치 않았다. 가난에 찌들었

던 프레몽트르 수도원은 나날이 달

라졌다. 수도원의 건물은 웅장하게 

고쳐졌고, 뾰쪽탑은 하늘 찌를 듯

이 높아지고. 십자가도 근사하게 

세워진다. 깨진 종을 버리고 새 종

을 사서 기도시간을 알리니 경쾌한 

종소리가 수도원을 가득 채웠다. 

이 모든 것들이 고셰 수도사의 불

로 장생주 덕분이었다. 

그 빛나는 공적으로 인해 고셰 

수도사는 신부 서품을 받는다. 수

도원의 그 누구도 신부 수업을 받

지 않은 고셰가 신부 서품을 받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 고셰는 신부가 되었지만 여전

히 불로장생주를 빚고 있었고 프레

몽트르 수도원은 여전히 가난과 경

건을 모토로 삼는 수도원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전히 경건하고 

은혜로운 수도원을 찾는 수도사 지

원자들이 몰려들었다. 

어느 날 저녁 신부들이 모두 모

여 경건하게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들

어 괴성을 지르며 혀 꼬부라진 소

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얼

마나 많은 술을 마셨던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자기 자리

를 찾지도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었

다. 그는 고셰 수도사였다. 그는 불

로장생주가 잘 빚어졌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그 술을 매일 시음하다

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던 

다른 신부님들을 술주정을 하는 고

셰 수도사를 향해 “사단아, 물러가

라!”라고 외치면서 그를 밖으로 끌

어내어 버렸다. 그리고 신부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경

건하게 미사를 계속하였다. 그 이

튿날 아침 수도원 원장

은 고셰 수도사에게 앞

으로 성당 출입을 삼가

고, 주조장에서 불로장

생주만 빚으면서 혼자 

기도할 것을 명령했다. 마음씨 착

한 고셰 수도사는 수도원 원장의 

명령을 따랐다. 매일 술을 빚고 그 

술을 시음해 보면서 주조장 밖으로

는 한 발자국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주조장을 찾아왔을 때, 고셰 수도

사는 눈물로 간청을 한다. 이제 술

을 그만 만들겠으니 예전처럼 젖소 

돌보는 일을 하며 수도사로 살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이다. 그러나 

수도원 원장은 고셰 수도사의 간

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그러고 

나서 “자비로운 주님께서 모든 것

을 책임지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

무 염려 말고 소신껏 수도원을 위

해 열심히 불로 장생주만 빚으시

오”라고 도리어 격려해 주었다. 

어쩔 수 없이 고셰 수도사는 계

속해서 술을 빚었고, 그 술은 날마

다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갔으며, 

수도원은 쉴 틈 없이 돈을 긁어모

았다. 그리고 매일 미사가 끝날 때

에 수도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

우리 수도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셰 신부를 위해 기도합

시다.” 미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은 고셰 신부를 위하여 간절히 축

복하며 기도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시간 불쌍한 고셰의 영혼과 육

체는 주조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

고 있었다.

‘별 그리고 마지막 수업’으로 우

리들에게 익숙한 프랑스 작가 알퐁

스 도데의 단편 ‘고셰 신부의 불로

장생주’의 내용이다. 그 시대의 타

락한 가톨릭 교회를 고발한 단편 

소설이다. 이 작품의 수도원 원장

과 신부들은 교회 타락의 전형을 

보여준다. 청렴과 가난 그리고 경

건의 훈련을 모토로 삼았던 프레몽

트르 수도원마저 이렇게 타락하니 

로마 교회의 타락이야 얼마나 심각

했을까? 교회의 반영을 위해 순박

한 고셰의 영과 육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

까? 프레몽트르 수도원과 너무나 

닮은 교회도 있을 것이다.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악을 자

행하는 것을 조장하고 합리화하는 

무리도 있을 것이다. 교회 부흥이

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불로장생주

(?)를 제조하는 악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교회의 

윤택함과 안정을 위해서 고셰와 같

은 희생양들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죄책감마저 상실한 파렴치함이 우

리에겐 없을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외로운 우리의 

영혼이 울부짖는다. 왜 선하신 하나님

은 우리를 고난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

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

나? 우리의 내면을 압도하는 의구심의 

파편들이 신앙을 흔들고 있다.

기독교 변증가인 저자는 기독교에 

관한 철학적 토대에서 변증을 통해 우

리 마음의 근본적 물에 해답을 찾도록 

돕는다. 그는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을 만나 그들의 삶과 함께하면 얼어붙

은 마음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다가가

라고 위로한다.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난해한 질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물음의 해답을 찾고, 하

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삶

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이 책은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외로

움의 감정들을 면면히 살피고 유일한 

해답인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순수한 

기도와 올바른 예배를 언급하며 흔들

림 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실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아플수록 더 가까이

라비 재커라이어스 지음 / 권기대 옮김 /

에센티아(베가북스) / 384쪽 / 15000원

이 책은 ‘성경신학으로의 여행 시리

즈’ 중 8번째 책으로 성경이 직접 밝히

는 천국에 대한 견해를 창조와 안식, 하

나님 나라, 임재, 그리고 영광이라는 5

가지 주제를 묶어서 다루고 있다. 저자

는 우리의 부활을 고대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기쁘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 다

뤘다. 하지만 저자는 천국에 대한 내용

을 언급하기에 앞서 4가지(잘못된 곳

에서 천국에 대한 정보를 찾음, 종말과 

천국에 대한 억측, 천국에 대한 가르침

의 유익, 천국에 대한 가르침의 소망) 

등을 언급했다.

저자는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

해 왔던 천국에 대해 올바른 지

식과 균형있는 견해를 제시한

다. 아울러 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과 

관련된 15가지 질문과 대답은 천국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궁금증을 해결해주

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한다.

지금 바로 여기를 살고 있는 독자들

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독려하며 

천국에 대한 담대함과 용기를 선물한

다. 우리가 언제가 가게 될 그 곳을 생

각하며 책과 함께 그 세계를 꿈꾸는 자

가 되기를 저자는 소망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

로버트 피터슨·단 바버 지음 / 윤재석 옮김 / 개혁주의신

학사 / 360쪽 / 16000원

강태광 목사

생명수교회(미주)

문학의 숲에서 만나는 

       진리의 오솔길 ② 

고셰 신부의 불로장생주

지난 5년의 세월을 수일같이 견뎌서 
대망의 100호 발간을 하게 된 미주침례
신문사에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교단에 더 좋은 가교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뉴저지침례교회 

담임 문종성 목사

미주침례신문 100호 발간을 축하드립
니다.
수고와 땀으로 언론의 사명을 감당하
며,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
하여 이렇게 100호를 발간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주침례신문이 한국과 
미국과 세계의 복음의 교량이 될 수 있
기를 바랍니다. 미주침례신문을 힘있
게 응원합니다.

세미한교회 

담임 최병락 목사

“미주침례신문 100호 발행”

할렐루야! 미주침례신문 100호를 발행
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
으로도 미주 내에 많은 구독자에게 시
대적 혜안을 가지고, 바른 그리스도의 
문화가 전해지며, 믿음의 선배들이 일
궈놓은 침례교회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
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침례신문이 되
기를 기도합니다.
 모쪼록 창간호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신문 지면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미
주 전 지역에 자리매김하는 복음의 통
로가 되며, 목회자들에게 신학적 도움
과 교회 갱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0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부활 기쁨이 침례신문사와 모든 
섬기는 교회들과 가정, 삶 가운데 넘쳐
나기를 축복합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 

담임 최성은 목사

그동안 문서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우리 교단의 소식지, 침례신문 1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Online과 Offline을 통
해서 더욱 지경을 넓혀 미주와 한국 등 
5대양 6대주로 퍼져 나아가 하나님 나
라 확장에 창대하게 쓰임받는 신문이 
될 것을 기대하며 축하드립니다.

신시내티능력침례교회 

담임 이성권 목사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울러 땀과 눈물로 수고하신 관계자들
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복음과 
바른 소식으로 영혼과 교회를 건강하
게 하는 정론지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
합니다.

생명수침례교회 

담임 강태광 목사

미주침례신문 100호 발행을 축하드립
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변함없이 쓰임 받는 문서사역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틀란타 지구촌교회 

담임 권석균 목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과 그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쓰임 받
는 침례 신문사의 100호 발행을 축하
드립니다!

반석한인침례교회 

담임 이용구 목사

부활의 기쁨과 함께 미주침례신문 창사 
5주년과 지령 100호를 축하합니다. 미
주 교계를 대표하는 신문이 되기를 기
원합니다.

빛과소금침례교회 

담임 장요셉 목사

미주침례신문에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

신 800여 미주 한인교회와 목회자, 성

도 여러분!

미주침례신문 지령 100호를 진심으로 축

하드리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

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미주침례신

문은 그동안 미주 지역 한인 침례교회의 

복되고 귀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국 

침례교회와의 교류와 연대, 특별히 한국 

침례신문과 기사 제휴 및 협력을 바탕으

로 그동안 다양한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불모지에서부터 무한한 헌신

으로 세워 오신 미주침례신문 임경철 이

사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윤수 사장님과 미주침례신문 이사회에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미주침

례신문은 미주 전체 권역에서 빛과 소금

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미주 복음화를 위

해 헌신해 왔습니다. 다양한 미주소식과 

칼럼, 선교 소식, 사설 등은 침례교 정체

성 확립과 교단의 성장과 성숙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지령 100호를 맞이하며 더욱 복되고 기

쁜 소식이 전해는 미주 침례교회의 가

교 역할을 감당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

다. 한국 침례신문도 미주와 한국에 침례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적

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령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미주침례신문

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침례신문사 

사장 신철모 목사

축사(祝辭) -“미주 복음화와 교단 성장에 큰 기여”

미주침례신문은 

한 달에 2회 발행되며

각 침례교회로

우편배달됩니다.

다음 호는 

4월 28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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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 Fair

유익 · Valuable

복된 · Blessed

미주침례신문 지령 100호 !!

지금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단의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Happy Easter!

우리에게 가장 벅찬 소식, 우리 사역의 이

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

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문안드립니

다. 

Happy Easter!     

오늘도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침례

교 사역자들을 사랑합니다. 

온 누리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침례교 사역자 한 분 한 분 사역의 

열매가 온 세상을 밝게 하며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는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부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은 두 분의 선교사들을 인천 부두에서 내리게 한 

것이 그 큰 싸인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천 제물포 항구에 두 명의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

러가 부활절 아침에 배에서 내려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 (중략) … 이곳이 머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Lord, nothing is visible 

at this moment…… We believe that in the near future this land 

will become a land of blessing.”)    

이런 사랑을 입은 민족이기에 우리는 사역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

니다. 지금의 한국 상황이 어둡고 마음들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

지만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부활 소식과 소망의 메시지로 인해 결코 

어둡지 않은 민족, 우리의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총회도 이런 생명의 부활을 전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

기에, 우리 총회는 대의원들과 교회와 사역은 서로 협력이 되고, 서

로 나누며, 서로 도와주는 총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사역의 작은 지역이 곧 온 세상의 중심이며 부

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언제나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월 총회에서 만나실 때도 서로에게 생명의 

위로가 되시는 만남이기를 기다립니다.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
총회장 반기열 목사 드림

부활절 메시지

총회장
반기열 목사

다음 101호는

4월 28일자 입니다.

광야교회
유희동 목사  

(교)770-780-2830 (셀)770-906-1682

남부침례교회
 

(교)770-472-5414

늘푸른장로교회
 

(교)770-271-3422(셀)404.990.1643  

롬한인장로교회
최중현 목사 

(집)706-236-8229 (셀)478-501-9708

베다니감리교회
 남궁전 목사 

(교)678-546-5700 (셀)678-460-3154

벧엘장로교회
 

(교)678-656-6285

복음동산장로교회
  

(교)770-572-0166

비전교회
정경성 목사 

(교)770-447-6200 (셀)404-725-4946

새날장로교회
 류근준 목사 

(집)678-380-4130 (셀)678-665-5985

새생명교회
  

(교)770-495-5802 (셀)404-786-4200

새순장로교회
박성은 목사 
(교)678-665-1556

새언약크리스찬교회
최선준 목사 

(집)770-963-1176 (셀)678-360-3699

새한장로교회
송상철 목사 

(교)770-619-5340 (셀)404-966-9564

성령의교회
최중찬 목사 

(교)770-752-9233 (셀)678-360-3420

성약장로교회
황일하 목사 

(교)770-447-6663 (셀)770-843-6198

세광침례교회
임경철 목사 

(교)770-452-0025 (셀)770-309-4796

순복음동부교회
백신호 목사  

(교)770-888-3445 (셀)678-508-5576

스와니순복음교회
 

(교)770-938-1959

순복음제일교회
 박광수 목사  
(교)404-729-4319 

슈가로프한인교회
 최봉수 목사 

(교)770-934-9397 (셀)678-687-0756

생명나무침례교회
임연수 목사 
(셀)404-429-7404

시온연합감리교회
송희섭 목사  

(교)770-495-8020 (셀)678-462-0830

실로암한인교회
신윤일 목사 

(교)770-638-1600 (셀)770-846-1600

생명샘교회
윤철호 목사 
(셀)404-955-2374

빛과 사랑의 교회
장석민 목사 

(집)770-931-2890 (셀)678-469-5303

드림침례교회
   서용남 목사 

(교)678-413-0490 (셀)404-422-3649

뉴비전교회
전영철 목사 

(교)678-200-5048(셀)678-200-5048

노크로스한인교회
진세관 목사 

(집)770-362-7288 (셀)770-362-7288

그레이스장로교회
  

(교)770-552-5505 

새빛장로교회 
박익준 목사 

(교)770-614-0136 (셀)404-200-6378

슈가힐 한인교회
남성원 목사  

(교)678-780-0854 (셀)678-780-0854

빛과 소금 교회
김성구 목사 

(집)678-344-8644 (셀)404-384-6670

애틀랜타구세군교회
이승영 사관
(교)770-936-8601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
 

(교)770-939-8579

애틀랜타은혜교회
이제선 목사 

(집)770-513-0527 (셀)404-915-4717

애틀랜타중앙장로교회
한병철 목사 

(교)770-457-1998 (셀)404-933-9063

애틀랜타새교회
 심수영 목사 

(교)770-447-6663 (셀)404-966-6988

애틀랜타한인교회
 

(교)678-381-1004 (셀)678-665-1691

애틀랜타한인침례교회
김재정 목사 

(교)770-995-9494 (셀)770-613-0100  

애틀랜타 행복한교회
 김현대 목사 
(셀)678-717-7341

아름다운교회
김진철 목사 
(셀)678-770-7294

애틀랜타한인장로교회
백성식 목사 

(교)770-452-7446 (셀)678-549-1256

애틀랜타흰돌침례교회
 

(집)770-381-6783 (셀)404-324-8112

쟌스크릭한인교회
 

(교)770-458-4584 

한마음장로교회
 

(교)404-428-5093 (셀)678-549-1256

훼이트빌제일침례교회
김상민 목사 

(교)770-461-8378 (셀)404-202-5283

조지아 장로교회
 조진영 목사 

(교)678-788-5113 (셀)678-488-5141

둘루스한인교회
  류도형 목사 

(교)404-908-4430 (셀)404-786-6292

예수소망교회
박대웅 목사  

(교)770-899-3850 (셀)770-375-0900

생수감리교회
 

(교)770-977-1708 

애틀랜타 성결교회
   

(교)770-882-6031 (셀)770-882-6031

제일장로교회
서삼정 목사 

(교)770-934-8282 (셀)678-665-5911

지구촌교회
 권석균 목사 

(교)404-579-4570 (셀)404-579-4570

지구촌감리교회
  박정근 목사 

(교)770-956-2534 (셀)404-200-6378

임마누엘침례교회
이강수 목사 
(집)770-477-1943

주님과동행하는교회
유에녹 목사 

(교)678-600-2787 (셀)678-600-9930

새로운교회
 오흥수 목사 
(셀)404-457-2460

조지아 횃불교회
김성범 목사 

(교)678-549-3365 (셀)404-579-3511

큰사랑 교회
  김성환 목사 

(셀)404-918-7773

유니버스 한인교회
황영호 목사 

(교)678-985-2323 (셀)678-779-2835

열방교회
   

프라미스교회
  

(교)770-925-8096 (셀)678-665-8883

주님의공동체교회
 홍종남 목사 

(교)770-908-9719 (셀)678-643-6463

한빛장로교회
  이문규 목사 

(교)778-418-0500 (셀)770-312-6322

애틀랜타 하은교회
 정윤영 목사 

(교)678-995-8579 (셀)678-860-6265

하나교회
나종옥 목사 
(교)404-667-7886

에벤에셀장로교회
김창환 목사  

(교)770-279-0507 (셀)678-361-0575

충현장로교회
손창일 목사 

(교)770-496-5595 (셀)646-872-9115

영생장로교회
김영환 목사 

(교)770-995-9494 (집)770-682-6332

뉴난한인교회
유상열 목사 

(교)770-683-9381 (셀)404-247-9453

아틀란타 사랑의교회
  김경곤 목사 

(교)678-431-7924 (셀)678-431-7924

아틀란타 성도장로교회
  김영준 목사 

(집)678-407-1332 (셀)678-860-0480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김병기 목사 

(교)770-932-7715 (셀)770-833-0691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신용철 목사 

(교)770-321-0020 (셀)404-395-6578

라그란지한인교회
  김형렬 목사 

(교)706-407-8296 (셀)706-407-8296

예수사랑교회
김한나 목사  
(교)678-495-8885

코람데오장로교회
 백성봉 목사 
(셀)678-549-1256

베다니장로교회
 최병호 목사 

(교)770-792-1111 (셀)678-428-5650

예수섬김교회
  정정희 목사  
(교)770-940-2365

보라감리교회
홍진표 목사 

(교)770-418-9524 (셀)404-643-6463

동부지역 서부지역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 

2017년 4월 16일 오전 6시 일시

“미주침례신문 100호 발행”

미주침례신문 지령 100호를 맞이하
여...
복음과 선교의 사신으로서 교회와 지
방회, 총회의 소통과 일치를 위해, 침
례인의 긍지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메신
저로서... 든든히 서기를 희망하면서 
축하드립니다.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

제1부총회장 최영이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모든 시대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이며 암울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생명력입니다.
100호를 맞는 미주침례신문이 
이 소망과 생명력으로 밝고 튼튼하게 
서주기를 축원합니다.

미주침례신문사

이사장 임경철 목사

(세광침례교회 담임)

침례신문사의 미주 내 100호 기념 

출판을 축하드립니다.

두 주에 한 번 나오는 침례신문이 앞

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빠른 소식과 좋

은 정보로 우리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

에게 목마르지 않는 소식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쉬지 않고 200호 300호… 

계속되기를 기다립니다!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

총회장 반기열 목사

미주 전역을 향하여 어두운 시대를 살

아가는 세상에서 소명과 책임으로 빛

을 발하는 침례신문사가 되기를 기원

하며 창간 100호를 맞아 축하합니다.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

제2부총회장 이호영 목사

미주침례신문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

다. 더욱 힘찬 발전을 기원합니다. 

뉴비전교회

원로 이지춘 목사

1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흩어져 있는 침례 교회

들이 건강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를 향한 영적 공격이 심한 이 시

대에 침례 교회의 순수한 정신을 선도

하는 귀한 정론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담임 이수관 목사

미주침례신문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아

무도 그 명줄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

는 핏덩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모습으로 

미주 땅에 탄생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험난한 길을 지나 죽음

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부

활을 기념하는 절기에 그 100호를 발행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100호 발행이 있기까지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많은 돕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수고해 주신 필진 

분들, 광고로 협조해 주시고 구독료 문

서선교비로 도와주신 교회들과 목사님

들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다

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빼놓을 수 없는 감사는 초창기부터 수고

해 주신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돌이켜 보면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예루

살렘 성벽공사를 52일 만에 마치고 “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느

6:15)고 했던 것 같은 고백을 드리고 싶

습니다.

미주에서 사역하시는 선후배 동역자 여

러분,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격

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큰 관

심으로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저

희는 그 사랑과 격려를 힘입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침례신문사 

사장 심윤수 목사

100호 발행 감사의 말씀

침례신문 제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쉽지 아니한 사역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신문사와 심윤수 목사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총회산하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좋았고, 훌륭한 칼럼들과 교
단의 소식들을 잘 담아 주셔서 항상 
기다려지는 신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영향력을 지닌 신문사로 
성장하길 기도드립니다.

LA한인침례교회 

담임 박성근 목사

미주침례신문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유익
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우
리 침례교인들의 자랑이 되는 신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

총무 엄종오 목사

부활하신 주님 예수 예배합니다. 찬양
합니다. 전파합니다.
조국과 미주에 있는 침례교회들의 소
식을 전해주고, 연결해주는 침례신문
을 기뻐합니다. 축복합니다.

Gateway Seminary 

목회학박사 한국어과정

디렉터 길영환 목사

침례신문 100회 발간을 축하하며 

교단의 촛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주침례신문사

총무이사 임연수 목사

(생명나무침례교회 담임)

부활절을 맞이하여 문서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온 침례신문의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

로 더욱 선교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침례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내쉬빌연합침례교회

담임 이행보 목사

기사 및 광고

bpnews21@gmail.com

이 사 라 부동산 중개인
오피스: 770-332-8882

직통: 404-453-4989

* “가장 효과적인 1:1 동역선교를 통한 교회 부흥 세미나”를 원하는 교회는 GSM선교회로 연락해주세요

* 신청과 송금방법은 아래로 전화 혹은 이메일 해주세요.

(253)653-6980(HP) | Email: gsm3003@gmail.com | Web: www.gsm700.com

GSM 선교회 | Sunkyu Hwang | 405 S 328th Pl Federal Way, WA 9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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