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1시 

엘에이 한인타운의 한 음식점에서 

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단을 

초청, 감사예배를 드린 후 점심식사

를 대접했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영구 목사의 

사회로 다함께 사도신경 고백과 찬

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부른 

후, 수석 부회장 엄규서 목사의 대

표기도, 부회장 고재원 목사의 성경

봉독, 홍영환 목사(증경회장)의 설

교 순으로 이어졌다.

홍영환 목사는 ‘네가 나를 사랑하

느냐?’(요한복음21:15-17)란 말씀 

선포를 통해 “부활의 주님께서는 베

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세 번 물으셨다. 베드로는 주님

께 헌신하며 따르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주저

없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

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

나 세 번째 다시 던진 주님의 질문

에는 근심하면서 대답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

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를 주셨다”며 “천국 열쇠는 곧 교회

의 권위이고 교회의 권위는 천국의 

복인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이 땅

에 전하는 것이다. 주의 종으로 부

르심 받아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우

리 목회자들도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양을 먹이라’는 주

님의 명령을 기억하자. 그리하여 천

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

을 받자”고 말하며 참석한 후배 목

회자들을 격려했다.        

백지영 목사는 “남가주한인목사

회를 통해 지난 48년간 함께 해 온 

모든 증경회장님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후배 목회자들

을 격려하고 지도해 주실 것을 간

곡히 당부한다”고 말하며 환영사를 

대신했다. 

구기조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를 

끝으로 예배를 마친 후, 목사회에서 

마련한 점식식사를 나누며 선후배 

목회자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

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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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홍영환 목사, 이 땅에 천국의 복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백지영 회장 “앞으로도 후배들 격려해 달라” 요청 

남가주목사회 증경회장단 초청 예배

백악관에 한인 크리스천 목소리 전달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가 지난 5월 18

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8회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과 백악관 브리핑의 결과를 28일 기

자회견을 통해 보고했다. KCCD는 “150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 의원들,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모여 아시아-태평

양계 커뮤니티의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특히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흑인뿐 아니라 아시안들

에 대한 차별 문제와 아시안 가정 폭력 문제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윤형 기자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의 

전문조사기관 라이프웨이의 회

장 겸 CEO인 톰 레이너 박사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 thomrainer.

com에 ‘예배 중 새 신자에게 해선 

안될 말 10가지(10 Things You 

Should Never Say to a Guest in 

a Worship Service)’를 게재했다. 

그 10가지 말실수는 아래와 같다.

1.  거기 제자리인데요.  

이 말은 내가 설교를 위해 한 교

회를 방문했을 때 직접 들었던 것

이다. 그 성도는 내가 그날 설교를 

위해 그 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

을 알지 못했다. 내가 소개됐을 때 

그녀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

았다. 어쨌든 그녀 때문에 나는 자

리를 옮겼고, 난 겁을 먹었다.

2. 예배가 이미 시작됐어요.

이 말은 “당신은 예배에 늦었고, 

예배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의미

로 들린다.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

나는 것을 실제로 보았고, 그 가족

은 교회에 다시 나오지 않았다. 

3. 배우자와 같이 오셨나요? 

이 질문은 “우리 교회는 싱글은 

환영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

과 같다. 

4.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

아요. 

교회마다 예배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예배 중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최근에 나

는 한 평신도로부터 새신자가 예

배 찬양 중 손을 들고 찬양을 하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

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5. 우리 교회 성도처럼 보이지 않

으시네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마도 “우

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어요?”

라는 뜻으로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듣

는 사람은 

“당신은 우

리에게 속

하지 않았

습니다. 당

신은 우리

와 다릅니

다”라는 의미로 들을 것이다.

6. 이 아이들이 자제분들인가요?

이 질문은 아이들이 부모와 닮

지 않아 보인다는 말이다. 특히 아

이들을 입양한 부모의 경우 상처

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인종의 아

이들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은 미

국에서는 더 피해야 한다. 

7. 이 분을 지나서 저기 있는 자리

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오히

려 이미 앉아 있는 성도들이 그 자

리로 옮기게 해야 한다. 우리는 교

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극장에

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다. 

8. 가족이 다 함께 앉으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나는 몇 주 전에 이것과 정반대

로 한 가족을 맞이하는 교회를 방

문했다. 대가족이 교회에 방문했

는데, 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 아닌가!

9. 다른 교회 방문하려고 하셨던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소셜 미디어를 통

해 나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 사

람은 새롭게 이사와서 출석교회

를 정하기 위해 여러 교회를 방문 

중이었다. 이 질문을 받고 그 교회

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10. 유아방이 꽉 찼어요.

이 말은 “이 교회엔 당신의 자

녀를 위한 자리가 없어요”나 “당

신의 자녀는 이 교회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거에요”라는 의

미와 같다. 

새신자에게 이런 말 하면

다시 교회 안 온다

톰 레이너 박사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 

톰 레이너 박사

남가주 교계를 섬겼던 남가주목사회의 증경회장들이 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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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사모 블레싱 나

잇(Blessing Night)이 열린다. 5년 

전부터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

의회가 목회자들의 아내를 위로하

고 섬기기 위해 연 이 행사는 치유

와 회복의 장이 되고 있다. 올해는 

6월 11일 목요일 오후 6시 부에나

팍에 위치한 홀리데이인에서 열리

며 식사와 콘서트, 레크리에이션으

로 행사가 구성된다. 주최 측은 사

모들을 위해 상품과 기념품도 마련

했다.

이 행사에는 담임목사 사모는 물

론, 부목사, 선교목사, 원로목사 사

모도 참석할 수 있으며, 특히 남편

을 먼저 보낸 홀사모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다. 6월 8일까지 선착

순 150명을 모집하며 송규식 목사

(714-699-0210)나 민승기 목사

(714-615-9191)에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혹은 qsong405@gmail.

com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이

름, 교회 이름, 전화번호를 남겨야 

한다.

사모님 힘내세요! 블레싱 나잇

OC교협 주최로 5년째 계속… 등록은 8일까지 

지난해 OC교협이 주최한 사모 블레싱 나잇에 이 지역 목회자 사모들이 참석

해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정요한 목사의 저서 <나의 비전 

나의 미래>가 출판돼 5월 31일 감

사예배를 드렸다. 한국 본명이 정정

도(鄭正道)인 정 목사는 미주베델

교회를 개척해 15년째 담임하고 있

으며 LA 지역에서는 기독언론인으

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저서는 감사예배 며칠 전 육

순을 맞이한 정 목사의 인생회고록

이다. 그가 지난 60년 인생을 회고

하며 엮은 26편의 글들, 그가 한국

에서 15년, 미국에서 15년 목회하며 

전한 31편의 설교들, 48편의 칼럼

들, 50여 명의 지인이 정 목사에 관

해 평한 글들이 한 권에 담겨 있다.

정 목사는 “내 자랑보다 허물을 

진솔하게 담기 위해 노력했으며 자

녀들과 후배들에게 무엇인가 도움

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출

판 감사예배에는 정 목사의 가족과 

성도들, 지인들과 교계 인사들이 참

석해 축하를 건넸다. 설교는 주님세

운교회 박성규 목사가 맡았다. 박 

목사는 정 목사에 관해 “거룩한 의

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한 뒤 “이 

책엔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의 설

교가 녹아있다”고 했다.

이어 문학평론가 최선호 목사, 크

리스천헤럴드 양준호 회장, 남가주

한인목사회 백지영 회장 등이 서평

과 축사를 전했다. 설교에 앞서 목

회자 동료와 사모로 구성된 쉐퍼드

찬양대가 특별찬양을 했다.

정 목사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직

장 생활을 하던 중 목회 소명을 받

고 서울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 연

합신학대학원을 거쳐 베다니신학

교에서 종교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

았다. 한국에서는 증권단선교회 초

대총무와 부평 벧엘장로교회 담임

을 지냈다. 미국에는 1998년 이민 

와 1999년에 미주베델교회를 개척

했으며 동시에 코리아나뉴스, 미주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크리스천헤

럴드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크리스천헤럴드 사장으로 올해까

지 15년째 언론 활동을 하고 있다. 

미주기독언론인협의회 회장과 미

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장, 남가주 

연세동문목사회 회장도 역임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정요한 목사가 감사예배 참석자들에

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목회 30년 언론 15년 “내 허물 진솔하게”
정요한 목사 “나의 비전 나의 미래” 출판

정요한 목사의 저서 <나의 비전 나의 미래>가 출판돼 감사예배를 드렸다.

오픈뱅크 후원으로 최우수에 500달러 장학금 

가정 폭력 문제 해결 등 한인 가

정을 위해 사역하는 한인가정상담

소에 익명의 한인 독지가가 5만 달

러의 기금을 내어놓았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이 기금을 

Resilience to Overcome Challenges 

for Korean Families라 명하고 상담 

사역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한인

가정상담소 측은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이

나 무보험자 한인 가정의 가정 상담 

사역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 기

금으로는 약 100여 가정이 상담 혜

택을 볼 수 있다.

카니 정 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

소의 30여 년 역사 가운데 한 개인

의 후원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라

면서 “한인 가정들을 건강하게 지

켜 나아가는 데에 더욱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남 몰래 선행, 가정상담소에 5만 달러 쾌척

세계 빈곤국과 한인 이민사회를 

대상으로 무료 개안수술을 펼치고 

있는 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서비

스가 제1회 아트 컨테스트를 개최

한다. 컨테스트 참가비는 20불이며 

이 금액은 시각장애인 개안수술 비

용으로 전액 기부된다. 그리고 입상

자의 경우 오픈뱅크의 후원으로 장

학금이 수여된다.

컨테스트의 주제는 ‘두 눈을 감았

을 때 무엇이 보이나요?’로 일반인

들에게 시력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시각장애인의 고충을 공감하게 하

는 데에 목적이 있다. 미국의 초중

고생이라면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

나 응모할 수 있으며 미술 분야의 

창작품이면 어떤 소재로든 참여할 

수 있다. 마감 기한은 7월 15일까지

이며 오픈뱅크 지점으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상식은 8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최우수 당선작에는 500달러, 학

년별 우수 당선작에는 100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수상자에겐 비

전케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

권이 주어진다. 작품들은 향후 비전

케어 티셔츠 및 다양한 홍보물을 통

해 대중을 만나게 된다.

자세한 정보는 www.visioncareusa.

org에서 확인하거나 213-281-2617

로 전화하면 된다. 비전케어는 2002

년 한국에서 시작된 단체로 몽골,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34개국에

서 실명 예방과 백내장 수술 등 무

료 개안수술을 펼쳐 현재까지 10만 

명을 진료하고 1만5천 회의 수술을 

진행했다.

김준형 기자 

“시각장애 친구에게 빛을”  아트 컨테스트

한석호 목사

가 나성삼일교

회 담임으로 

오는 6월 14일 

주일 오후 4시 

취임한다. 

올해로 40

년을 맞이한 

이 교회는 한국교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선구자인 고 한상동 목사를 

기념하며 LA에 설립된 교회다.

한편, 한석호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대원(M.Div.)을 졸업하고 캘리

포니아신학대학원(Th.M.)에서 공

부했다.  주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전화) 

213-389-6000

퓨리탄개혁대학교(Puritan Re-

formed University)가 지난 5월 30

일 패서디나에 있는 윌리엄캐리대

학교에서 제1회 학위수여식을 거

행했다. 이날은 배효식 박사가 설

교했으며 총장 김철수 박사가 8개

국으로부터 온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퓨리탄개혁대학교 학위수여식

8개국에서 온 학생들 학위 취득 기쁨

퓨리탄개혁대학교가 제1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14일 나성삼일교회 

한석호 담임목사 취임 

한석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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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헨신학대학교 학위수여식 성료
석사 75명·박사 34명 포함,  총 357명 수여

기독교TV CTS America가 오는 

6월 20일 저녁 7시 30분 얼바인 베

델한인교회(18700 Harvard Ave. 

Irvine, CA92612)에서 ‘희망 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 

CTS가 5년 전부터 개최해 온 이 

콘서트는 전 출연진의 재능 기부와 

관객의 후원으로 모금이 이뤄지며 

모금액을 선교단체와 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데에 사용한

다. 올해는 특별히 네팔 지진 구호

에도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CTS 내의 문화사역단체인 CTS

여성합창단, CTS앙상블, CTS아이

드림콰이어와 함께 소프라노 최정

원, 베델한인교회 성가대, 남가주장

로성가단, 난타 두드림 등이 출연한

다. 

한편, 이 행사에 앞서 같은 날 오

후 1시에는 CTS 방송 기금과 선교

지 후원을 위한 자선 골프 토너먼

트가 역시 얼바인에 있는 스트로베

리 팜스 골프클럽(11 Strawberry 

Farm Rd. Irvine, CA92612)에서 열

린다. 개인, 단체, 교회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스포츠를 통해 방송 선

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다. 100명

을 모집하며 개인당 참가비는 120

달러다.

문의) 562-565-2234

“우리 아이에게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

니야.”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어린이 성

폭력 및 성추행에 대한 대표적인 오

해 두 가지다. 통계가 말하는 바는 

전혀 다르다. 어린이가 속한 인종이

나 문화,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지

위와 관계없이 여자 어린이 3명 중 

1명, 남자 어린이 7명 중 1명이 17세

가 되기 전에 성추행을 당한다. 가

해자의 90%는 평소에 이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이다.

신원조회 전문기관인 베리터블 

스크리닝(Veritable Screening)과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최홍주 목사)

가 어린이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

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

미나에서는 어린이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가인 패티 피츠제럴

드 씨가 강사로 나와서 어떻게 하

면 이런 비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성범죄를 시도하

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와 함께 10가지 예방 수칙 등 부모

와 어린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

는 내용이다. 

베리터블 스크리닝 측은 “남가

주 지역만 해도 지난달 한 초등학

교에서 43세 교사가 10세 이하 여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체포됐으며 2월에는 한 고등학교

에서 아시안 교사가 15세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이 발생했

다. 한 여고에서는 남성 교사가 10

년 이상 여학생들을 성희롱 한 사실

도 밝혀졌다. 그러나 어린이 성폭력

의 경우, 피해 상황이 정확히 드러

나지 않아 실제 피해 사례는 통계

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우려했다. 

베리터블 스크리닝은 직원 및 자

원봉사자나 세입자, 거주자 신원조

회 전문 회사로 특별히 어린이나 노

인 케어 관련 직종에 필요한 신원 

조회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피츠제럴드 씨는 “90%의 어린이 

성학대는 아이와 면식이 있는 사람

에 의해 벌어지기 때문에, 낯선 사

람만을 조심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상식은 올바른 예방법이 될 수 없

다”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식 습득이 매우 

중요하며, 어린이들에게도 몇 가지 

기본적인 수칙을 알려주고 행동하

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법”이

라 강조했다. 

그는 세이플리 에버 애프터

(Safely Ever After)의 설립자로 어

린이 성폭력 및 유괴 예방 교육 전

문가다. 그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

램은 미국 내 다수의 공립, 사립학

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미 CNN, 

MSNBC 등 주요 언론에서도 그의 

사역을 다룬 바 있다. 

이 세미나는 6월 7일 오후 4시 에

브리데이교회 교육센터(17037 De-

vonshire St. Northridge, CA91325)

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무료다. 주최

측은 4세부터 17세의 자녀를 둔 부

모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

며 무료 차일드케어도 제공한다. 

문의는 전화 310-356-7001나 이

메일 support@veritablescreening.

com로 하면 되고 사전에 예약을 해

야 한다.               김준형 기자  

코헨신학대학교(설립총장 강신

권 박사) 제 27회 학위수여식이 지

난달 29일 오후 4시 오렌지카운티 

토렌스에 위치한 코헨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현재 미

국의 본교를 비롯, 한국, 브라질, 일

본, 중국, 대만, 파라과이, 인도, 베트

남, 아프리카 지역 등 전 세계적으

로 109개 국에 흩어져 있는 코헨신

학대학교 분교를 통해 학사 248명, 

석사 75명, 박사 34명(명예박사 1명 

포함) 등 총 357명의 학위 수여자를 

배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게리 코헨 

박사(코헨신학대학교 공동 설립자)

는 ‘나를 보내신 주님의 일을 감당

해야 하리라’(요9:3-4)라는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가 질병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이웃, 또는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더 나은 곳으로 인도

하신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 고난

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자

세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며 “본문

에서 눈뜨기를 소원하는 소경에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뿐이

다’라고 말씀하신 심오한 뜻을 알아

야 한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님의 사역을 믿으면 그것이 곧 하나

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코헨 박사는 “오늘날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잔혹한 행동을 서

슴치 않는 ISIS의 활동이나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동성애 문제 등은 대

환란 도래의 어둠이 가까이 오고 있

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밝은 낮 동

안의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복음 전

파 사명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며 

모두에게 구원의 메시지, 복음 전파 

사명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

부했다.

코헨신학대학교의 공동 설립자

인 강신권 박사는 세계리더십상 등 

특별상 수여에 앞서 “현재까지 세

계 109개 나라에 퍼져 있는 코헨

신학대학교를 통해 약 7,500여 명

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그 중에

는 총장 25명, 교수 1,150여 명, 기

타 군목 등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

다”면서 “이렇게 학교를 축복해 주

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학교 운영

에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

사한다”고 했다. 

한편, 코헨신학대학교는 세계복

음화를 위한 ‘비전153월드미션’과 

‘기독교UN’ 설립을 목표로 세워졌

으며, 목표 국가 153개 국가 중 현

재까지 109개 국에 485개의 분교가 

세워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배

출하고 있다. 

문의는 전화 424-257-8171, (직

통) 562-397-2121로 하면 된다. 웹

사이트는 www.cohenuniversity.ac

다.

이영인 기자  

코헨신학대학교 제 27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 및 학위수여자들이 학위수여식을 마친 후 또 다른 믿음

의 여정을 준비하면서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이웃과 지역사회 돕는 희망 나눔 콘서트 

어린이 성추행으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법

�C�T�S� 주최로� 음악회와� 골프대회

�6월� �7일�,� 에브리데이교회에서� 관련� 세미나� 

과거 열렸던 음악회 사진. CTS는 5년째 희망 나눔 콘서트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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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한국인의 기독교 수용 형태(Ⅱ)

남가주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가 지난 5월 31일 주일 인근 

공원에서 전교인 야외예배를 드렸

다. 제1부는 주일예배로 드리고 제

2부는 바비큐 파티, 제3부는 레크리

에이션으로 이어졌다.

강양규 목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행18:5~11)”라는 제목의 설교

를 전했다. 

그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첫째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이

고, 둘째로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사명

이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교회 문의) 213-434-1083 

                www.new2011.org, 

교회 주소) 3407 W. 6th St. #601 

Los Angeles, CA 90020

남가주 새언약교회 전교인 야외예배

남가주 새언약교회가 전교인 야외예배를 드렸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간호사

들의 연합체인 재외한인간호사회

(회장 유분자)가 6월 17일에서 20

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재

외한인간호사대회 및 제3회 재외

한인간호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다.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에 맞

춰 열릴 이번 행사에는 1세대 한

인 간호사를 비롯해 2세대 간호사

까지 미국, 독일 등에서 300여 명

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LA에서 창립된 재외한인간호사회

는 미국, 유럽, 호주, 중동 등지에

서 활동하는 3만여 한인 간호사들

의 연합체다.

문의) 951-235-3833 

         okna2012@hotmail.com

전세계 한인 간호사들 서울에서 간호사 대회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 왔

을 때, 한국인들이 이 신앙을 수용

하는 형태가 크게 두 종류라고 지

난 기고에서 말했다. 가장 먼저 이 

신앙을 수용한 계층이 일반 서민

들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세상적 

복 받기를 염원해 예수를 믿었다. 

한 많은 삶을 살아온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긴 해도 사

회 지도층도 이 신앙을 수용했다. 

지식층의 입신 동기는 물론 무산

대중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랐

다. 그들이 선교사의 도움이나 물

질적 이득 혹은 자신의 보호를 위

해 입교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입

신 동기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초기에 유학자들이 한

문으로 된 기독교 서적을 학문적 

입장에서 호기심으로 접하다 기

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경우다. 둘

째, 기독교를 통해 국가의 자주 독

립을 쟁취해 보고자 하는 애국적 

동기이다. 셋째, 기독교 사상을 통

해서 민도(民度)를 높이고 부국강

병(富國强兵)을 모색하여 민주적 

입헌 국가를 만들어 당시 사회 문

제를 해결해 보려는 포부에서 비

롯됐다 분석할 수 있다.

지식층 기독교 입교와 활동에 

대해서는 독립협회(獨立協會)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독립협회는 

1884년 갑신정변 주동 인물 중 하

나였던 서재필과 주한 미국 공사

관 통역관 윤치호, 그리고 초대 주

미 한국 공사관 비서관 이상재 등

이 중심되어 창립했다. 서재필과 

윤치호는 갑신정변 실패 후 해외

로 망명한 후 10여 년 만에 귀국해 

독립협회를 창설했다. 서재필은 

1896년 4월 최초로 순 한글신문

인 「독립신문」을 창간했고 11

월에는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영

은문(迎恩門) 옆 모화관(慕華館)

을 개축하여 독립관으로 그 이름

을 바뀠다. 이어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했다. 1896

년 7월 독립협회가 창립될 때 이 

협회는 국민교육과 민주창달, 자

주독립, 자강혁신, 자유민권을 목

표로 출발했다.

중심 인물 서재필, 윤치호는 외

국에서 기독교인이 돼 입국했고, 

나머지 인물도 아직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기독교를 접해 그 정

신에 이미 익숙했던 인물들이었

다. 평양에 독립협회 지부가 설치

될 때 안창호, 길선주 같은 인물이 

중심되어 발기한 것은 당시 기독

교 지도자들이 중심이었다는 사

실을 확인해 준다. 

이 협회의 목표는 외세를 배격

하고 자주독립국을 만든다, 부패

한 정부 관리와 정치를 혁신한다, 

민중의 참정권을 위해 일한다는 

것 등이었다. 초기에는 온건한 방

향으로 출발했으나 차차 과격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만민공동

회를 열어 국정 개선안을 채택하

고 차차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여 

일반 백성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

하는 방향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

나 일부의 모략과 조정의 의심으

로 1898년 11월 조정은 독립협회

를 해산시키고 주동 인물들을 체

포해 투옥시켰다. 

이 때 이승만, 이상재, 신흥우, 

김정식 등이 투옥됐다. 이들이 감

옥에 있을 때 언더우드, 게일, 헐

버트 등 선교사가 감옥에 자주 

면회 가 성경과 존 번연의 「텬

로역정」(天路歷程), 무디(D. L. 

Moody)의 책 등 기독교 서적을 

차입해 주었다. 이들은 이 서적들

을 통해 신앙을 받아들이고, 후에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이 된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후, 첫 기

도를 드렸는데, “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영혼

을 구원해 주시옵소서”였다. 여기

서 이승만의 마음 속에 자기 영혼 

구원보다 나라 구원이 먼저였음

을 엿볼 수 있다. 이상재도 “걷잡

을 수 없는 나라의 비운이 드디어 

창상(滄桑)의 변까지 몰아왔음을 

몸소 겪으면서,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나라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

는 일념으로 기독교 믿음을 갖게 

됐다”고 술회했다. 독립협회 간부

들이 1904년 3월 석방됐을 때 이

상재, 김정식, 이원긍, 유성준, 김

인 등이 게일(J. Gale)이 목회하던 

연동교회에 모두 입교했다. 그 해 

8월 6년간 옥살이하던 이승만은 

1903년 늦은 봄에 석방된 신흥우

(申興雨)와 함께 감리교회에 입교

했다. 이것이 당시 지식층 인사들

이 입신하는 동기가 된 것을 단적

으로 보여 준다. 자기 영혼 구원

보다 국가 구원을 먼저 생각한 당

시 지도자들의 애끓는 심정을 헤

아릴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들의 입신이 철저한 개인적 회개

를 거친 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국가 안위와 독립의 방편으로 교

회를 이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

루려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른 한 예를 들면 백범(白凡) 

김구(金九)는 그의 「백범일지」

에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

었을 때 진남포 엡웟청년회 회원 

자격으로 경성대회에 참석했다. 

서울 상동교회에서 모인 이 대회

는 표면적으로는 교회 사업을 의

논한다 했으나 실은 순전히 애국

운동 회의였다고 고백했다.

이 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1934년 당시 교회의 유력한 지도

자 중 하나였던 송창근 목사는 “나

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조선 

초대 기독교 운동이 순수한 신앙 

운동만이 아니었던 것을 주저 없

이 말합니다. 문명과 신앙을 혼동

하야…… 민족 비운을 만회하는 것

도 예수 믿는 데 있고…… 예수도 

믿고 민족운동도 해 보고 교화(敎

化)운동도 해 보고”라 술회하여 초

기 지도층 인사의 기독교 입신 동

기의 순수성에 의문을 던졌다. 

여기서 초기 신자들의 입신 동

기가 순수한 기독교 신앙에의 입

문이라기보다 일반 대중들은 이

기적 동기로, 양반 지식층은 애국

애족의 동기로 이루어졌다는 추

론을 내기 충분하다. 그러나 양반 

지식층 모두가 다 그런 동기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진실로 기독교 

신앙과 진리에 접해 완전히 새로

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

다. 

우리는 여기서 초기 한국 기독

교인의 입신 동기가 다양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어떤 모양

으로든지 우리 민족에 복음을 허

락하시고,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

에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게 하셨

고, 교회가 틀을 잡아 가며 성장하

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

를 깨닫게 된다. 기독교 신앙은 이

기적 동기나 차원 높은 어떤 동기

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그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른

다는 평범한 진리를 수용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의 원천

임을 재삼 확인한다.

<계속>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휴스톤에 위치한 남부개혁신학

대학 및 신학대학원 본교 졸업식에

서 LA캠퍼스의 대표인 김회창 박사

가 설교했다. 5월 30일 휴스턴 뉴라

이프교회에서 거행된 졸업 예배에

서 김 박사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

하리라”(마2:19-23)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남부개혁신학대학의 LA캠퍼스

는 2975 Wilshire Blvd. #415 Los 

Angeles, CA 90010에 있으며 6월 1

일부터 여름학기를 개강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교수진이 학사, 석

사, 박사(문화소통학, 선교학, 목회

학) 과정을 맡고 있다. 문의는 213-

219-0649로 하면 된다.

남부개혁신학대학교 본교 졸업

남부개혁신학대학교 본교 졸업식이 5월 30일 거행됐다.



1. 올바른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알

아보는 사람들의 신앙고백 위에 세워졌습

니다. ‘당신이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이 

확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졌

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

지기 시작합니다.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두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하늘 소망을 목적으

로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되어져

야 합니다. 

이 신앙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희

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예수님의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

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다”(마 16:16) 했을 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흐뭇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

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7)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교육이나 지식 전달

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

신 내 아버지시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불러내셨고 하

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너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근본과 존재와 사명을 알아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

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는 말씀

은 베드로의 시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는 뜻이 아니라, 너의 영감적 신앙고백의 바

탕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정통한 진리 위에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세

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고백은 평생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리스도시고, 그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

해 주셨으며, 그것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고

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두면 지

옥에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지옥 아닌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해 주시려고 세워진 천국 정거장이 바로 교

회입니다. 정통한 진리 위에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의 교회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

도의 진리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늘로 통하는 영적문이 열려있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가꾸어진 믿음이 하늘 소망

을 향해 결실했다고 하면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천국 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44년 전에 진리정

통하고,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

스도의 몸 된 성은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

고, 오늘에 이르도록 하늘 소망 가꾸기 위

하여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깨달으시길 바

랍니다. 

2.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디모데

교회에는 여러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

을 가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소개

됩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

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

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합

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사정이 하나님 입장

에서 진실히 파악돼서 빨리 빌립보교회에 

혼란을 수습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설명하

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교회의 내분에 의

한 혼란을 진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길렀습니다. 사

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길렀기 때문에 그

를 “믿음의 아들”이라 했고, “동역자”라고도 

했으며, “나와 함께 일꾼 된 자”라고도 했

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가서 수습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의 문제를 수습할 수 있

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디모데만한 사

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많은 제자도 

있고, 신자도 있었지만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 때에 교회

를 이끄는 사람들 중에도 저희가 다 자기 일

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

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

입니까? 십자가 희생의 대속을 통하여 진리

를 깨닫고, 회개하며, 거듭나서 교회의 일꾼

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

국 가는 알곡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가 구령성과를 목적으

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분과 이익

을 계산하면서 무엇인가 챙기려는 목적으

로 일한다면 이 사람은 직업인이고 삯꾼이

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

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

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

라”(빌 2:21-22)고 합니다. 

사도바울에게는 그 시대에 자기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복음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참 보배

로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힘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은 영적인 성과, 구

령성과를 목적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이 교

회 일꾼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기를 목적으로 

믿음생활 하고 있다면, 내가 교회에서 주변

에 있는 다른 영혼들까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살피고, 기도하며, 권

면하면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

회에 봉사하는 것이 교회 일꾼의 책무이고 

사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 함께 군사 된 에바브로디도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선

교에 계속해서 빌립보교회가 최고로 많은 

물질과 기도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 사

역을 위해 빌립보교회에 많은 제직들이 있

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과 신임을 가장 얻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간에 돈을 빼

내거나 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반드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서 세계 선교에 요긴히 쓰

이도록 할 사람이라는 신용있는 사람이었

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 

그 사람 식구는 뭘 먹고 살까? 빨리 집에 가

서 돈 벌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

다. 그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

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

님이 살리시면 살고, 아무리 부자라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리라’ 하시면 그 많은 

재산 다 놔두고 그날 밤에 죽어야 하는 것입

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

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가

족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집

중했습니다. 바울의 지시를 따라 에바브로

디도가 돈을 관리하고 선교를 함으로써, 사

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중단되었던 세계

선교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

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몸과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받는 일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

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열

성적으로 일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거의 죽

어가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의 입장

에서 많은 근심거리가 있었지만, 그 모든 근

심 중에 가장 큰 근심은 에바브로디도가 죽

으면 안되겠다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를 대신

해서 세계선교를 아주 열심히 해 왔었기 때

문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겸손하게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

숙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

을 전혀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자기 생애를 마지막 순간까

지 복음의 제물로 희생하기를 최선을 다했

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겸손하게 말없이 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입니다. 자기

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숙되지 못한 사람

들은 자기가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하고, 자

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진짜 그

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

다. 나를 통해서 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님을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살기를 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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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그

리운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가

장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서로 나누는 시간

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 대답은 어

머니, 아버지 등이었다. 생각해 보

자.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 이름이 생각난다. 그 중에는 마

음에 그리며 사랑으로 부르는 이름

이 있는가 하면, 내 입에 올리기도 

싫은 사람의 이름도 있다. 

이번 한 주간의 숙제로 생각하고 

답안지를 만들어 보자. 숙제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세 명 정도 

적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왜 좋아 

하는지 마음껏 적어보자. 그 사람의 

매력은 무엇인지, 왜 그 사람을 존

경하고 좋아하는지. 

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도 

역시 세 명 정도 적어 보자. 너무 많

은가? 

만일 적을 이름이 있다면 조심스

럽게 왜 싫어하는지 왜 미워하는

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리고 구

체적으로 적어보자. 아마도 쉽지 않

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각자 자기의 이름을 힘

차게 불러보자. 무슨 생각이 나는

가?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 좋

은가? 아니면 나쁜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

다. 반면에 자기 자신조차도 싫어하

는 사람이 있다. 왜 내가 좋은지, 왜 

내가 싫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가?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리라 본다. 그것은 그 이름들

에 인물의 성품과 성격이 담겨 있다

는 것이다. 그 이름이 인격을 표현

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능력있고 실력이 있더라

도 성격이 괴팍하든지, 교만하든지, 

무례하든지 하면, 그 이름이 능력, 

실력으로만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

다. 모든 이름은 그 사람의 됨됨이

를 총괄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구

원자 예수님의 이름은 당신에게 어

떻게 다가오는가?  

지금 이 시간 솔직해 보자. “우리

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시124:8)  

 하나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품

과 능력, 권세와 위엄, 그리고 영광

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18:10)  

아무리 좋은 사람의 이름이라 할

지라도 몇 번만 부르면 귀찮아진다. 

그러나 불러도 불러도 감동되는 이

름이 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

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우리의 구원자되신 이름  예수 그

리스도. 바로 생명의 구세주되신 그 

이름 예수 앞에 당신과 나는 어떤 

사람일까? 조용히 생각해 보자.

가장 기억되는 이름

정  우  성   목사

남가주광염교회

이 시대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불

편한 존재로 여기기에 이에 대한 명

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한 세대

를 잃어버릴 수 있다 생각한다.

십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청

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여러 기독교 학교의 설문 조사 자

료를 근거로, 왜 청소년들이 예수를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자체를) 

불편하게 인식하는지 시리즈로 살

펴 보고자 한다. 첫 호에서 제기한 

바,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

적인 태도를 갖는 10가지 이유에 대

해 각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6. 예수나 성경의 가르침이 부모의 

잔소리와 너무 흡사하게 들리다

청소년은 꾸준히 부모의 그늘에

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생각해보라. 

그들은 10년, 15년 이상 부모의 가

르침을 받으며 자라왔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마치기 전부터 부모의 

가르침과 조언을 불편한 잔소리로 

여기기 시작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일찍자고 일

찍 일어나라, 컴퓨터 게임 그만해

라, 남을 배려해 주어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어른을 공경

해라, 동생이나 형과 사이좋게 지내

라 등의 가르침 자체엔 문제가 없

다. 이것은 옳은 가르침이고 청소

년에게 꼭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고 삶

을 인도하는 지침이라 할지라도 대

부분의 청소년은 그저 부모의 지시

를 귀찮아 한다. 너무 자주 반복되

는 가르침에 대해 “이제 좀 그만 하

세요”라고 거부한다는 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첫째, 부모의 가르침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한다. 모든 부모

는 자녀를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

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렇게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아이를 하나만 낳아 키우는 부

모의 경우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도 있는데, 이것은 올바

른 자녀교육이 아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며 

때로는 꾸중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 

자체엔 문제가 없다.

둘째, 부모가 자녀를 다루고 대

화하고 가르치는 방법은 자녀의 연

령에 따라 적절해야 한다. 청소년

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

숙한, 덜 성장된 그런 존재이다. 물

론 가정, 학교, 교회 같은 곳에서 옳

고 그릇된 것에 대해 많이 들어왔

기에 어느 정도 잘잘못에 대한 그

림을 갖고 있다. 그러나, 뇌의 앞 부

분인 전두엽이 덜 발달되었기에 자

신의 충동이나 욕구를 잘 절제하지 

못하며, 이기주의적인 마음가짐(타

고 났고 또 세상에서 주는 자극 때

문에)으로 인해 실망스럽게 행동할 

때가 많다.

이 시점에서 부모는 잔소리를 절

제하고, 자녀가 실수를 통해 배우도

록 ‘여유’를 줘야한다. 실수를 범한 

청소년은 십중팔구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왜? 

이미 수십년간 듣고 배워온 기준이

란 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

래서 청소년은 죄책감을 느낀다. 어

떻게 보면 부모나 교사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그리고 자신의 실수에 실

망을 느끼기에 자신을 심하게 질책

하고 있기도 할 것이다.

이럴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심한 잔소리나 반복된 꾸중이 아니

다. 만약 부모가 더 심하게 아이를 

나무라고, 더 잘잘못을 가르치려 한

다면, 다수의 청소년은 아무리 부모

의 가르침이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

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고, 

더 나아가 성경과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다. 

셋째, 잘잘못을 가르쳐야 하고 성

경의 지침을 아이의 마음에 심어줘

야하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우선 부모는 아이의 마음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

하지만, 청소년의 마음은 혼란스럽

기 짝이 없고, 감정이 극과 극을 오

가는가 하면, 충동을 절제하는 능력

이 부족하고, 신체적으로도 어색하

며, 자신의 정체에 대한 혼동 때문

에 ‘속병을 앓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자녀를 부모가 품고 

이해해야 한다. 더 화를 내고 엄격

히 한다고 자녀가 실수를 뉘우치고,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행동과 태도를 바꾸리라 생각말자.

오히려 아이의 연령에 따라 적절

히 자녀를 다루는 부모의 현명함 내

지 ‘지혜’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연

령과 성장 과정에 맞게 자녀를 다

루려면 우선 부모가 책을 읽고, 전

문가를 찾아가고, 또 인생 선배들의 

지혜와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부모는 바쁘다는 핑계내

지 이유, 그리고 남의 도움을 원치 

않는 교만 내지 오만, 또는 무지로 

인해 부모 자신의 생각대로 자녀를 

다루고 키운다. 물론, 그래서 잘 되

는 아이도 있다. 하지만, 요즘이 어

떤 세상인가? 종전같이 부모를 하

늘같이 여기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

지않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낯을 붉힐 그런 내

용, 콘텐트, 메세지, 이미지, 정보를 

이전보다 훨씬 더 어릴 때부터 접해

왔고, 만나는 친구의 반 이상이 소

위 말하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왔

고, 사회나 학교같은 곳에서 어른을 

공경하라는 메시지보다 자신이 원

하는 바를 거침없이 이루라고 배우

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 아이들

을 부모의 마음대로 취급하고 다루

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성

장을 도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어도 부모가 크리스천이라면 그

저 도덕과 윤리만을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이다. 크리스천 부모라면 아이

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

가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하나님

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

게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오히

려 부모의 부적절한 반응이나 요구, 

또는 꾸중으로 인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과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다

면,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임에 틀

림없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은, 

성장한 자녀들을 연구해 보면 몇 가

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려서

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생활에 대해 

배웠고, 특히 청소년기에 부모가 베

풀어준 존중과 배려를 통해 부모의 

사랑과 헌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자의 경우는, 아이를 

어릴 때부터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

키는 것을 많은 한인 부모가 잘 하

고 있지만, 후자(청소년기에 부모가 

베풀어주는 배려, 여유, 쿨함 등)는 

잘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것은 필자가 NCA란 학교를 운영하

며, 학생을 다루고 부모와 대화하며 

느낀 바이다.

부모의 잔소리나 가르침이 성경

을 바탕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

다. 그렇지만, 미성숙한 청소년은 

부모와 거리를 두려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거부하다 자칫 잘

못하면 성경과 하나님의 가르침까

지 거부하기도 한다. 

이것을 알고 있는 한 그냥 청소

년만 탓하면 안된다. 모든 부모

가 더 현명히, 적절히 청소년을 다

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

는 대로 우리 자녀가 평생 하나님

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믿

음의 여정을 걷도록 도와야겠다. 부

모의 실수로 아이가 하나님을 멀

리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자녀

양육 방법 및 접근 방법을 오늘 다

시 점검해 봐야겠다.       <계속>

불편한 예수 (Ⅶ)

제  이  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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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사자를 브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
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
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
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6.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
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
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줄
을 내가 앎이니라   

,     

   . 12절 하나님
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
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
은 복을 받은 자니라 23장8절 하나님이 저주
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
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19
절로 19.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
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20.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
킬수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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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2일 조직된 ‘한국 그

리스도인 신앙과 직제협의회(이하 

신앙과직제협) 1년째를 맞아, 지난 5

월 22일 직제 일치 시도 중단을 촉

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예장 

통합 총회가 위치한 서울 연지동 한

국교회백주년기념관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가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신앙과직제

협 해산을 촉구하는 통합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김정한 목사, 이하 통

합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신앙과

직제협 참여 서명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를 천명하고, 변질된 서구 신학

을 맹종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

구했다.

NCCK는 1년 전 한국천주교주교

회의(CBCK)와 함께 신앙과직제협

을 결성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이

에 대해 규탄하는 소리가 계속돼 왔

다. 특히 신앙과직제협 결성 당시 참

여한 예장 통합총회의 경우 당시 총

회장이었던 김동엽 목사가 총회의 

추인이나 허락없이 대표로 서명하

면서, 교단 목회자들이 신앙과직제

협 참여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운동

을 펼쳐왔다.

통합 내 목회자들은 지속적으로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에 대

해 반대했고, 총회장을 상대로 총회 

행정소송도 제기하면서 전방위적으

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시위 강도를 점점 높이면서, 통합총

회를 향해 “신앙과직제협 결성을 주

도한 NCCK를 개혁하지 못할 거라

면, NCCK를 탈퇴해야 한다”고 강력

히 주장하고 있다.

시위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이승

호 목사(예승교회)는 “외부 도움없

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중심 삼아 세

워진 한국교회는, 타 대륙 기독교와 

달리 제국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일

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종교

의 기반위에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며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는 분명한 

정체성을 유지해 왔는데, 가톨릭과

의 신앙과직제협 결성으로 정체성

이 흔들리는 결과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후 참석자들은 자신들

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통합총회와 

NCCK에 전달, 신앙과 직제 일치 시

도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NCCK는 지난 

2013년 WCC 10차 부산총회 개최와 

관련해 한국교회 여러 목회자들에

게 지탄받은 데 이어, 가톨릭과의 신

앙직제협 결성을 주도해 연이어 규

탄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에서 NCCK 회원교단 중 최대 규모

인 예장 통합 목회자들이 NCCK 탈

퇴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한 대응 움

직임을 나타냈으니,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FIM국제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이

슬람선교학교가 호반(湖畔)의 도시 

춘천 예광교회(담임 조영춘 목사)에

서 3월 17일 시작하여 5월 26일까지 

10주 동안 은혜 가운데 마쳤다.

유해석 선교사는 ‘기독교인은 왜 

이슬람을 알아야하는가?’를 시작으

로 세 강좌를 강의하였으며, 김동주 

교수의 ‘무슬림도 받을 수 있는 하나

님 사랑’, 소윤정 교수의 ‘이슬람 여

성’, 송기효 선교사의 ‘이슬람 교리’ 

와 차경준 연구원의 ‘이슬람 원리주

의와 지하드’ 등 총 10강좌가 있었

다.

같은 기간 FIM선교센터(서울 대

림동)에서 진행된 이슬람선교학교

도 지난 5월 28일에 수료식을 가졌

다. 성공회신학대학교 교수인 김성

찬 장로는 수료소감을 통하여 “비잔

틴 기독교제국의 타락이 이슬람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고 유럽교회

의 쇠락으로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

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

장하여 비잔틴 기독교제국과 유럽

교회의 모델이 되지 않아야 하며, 한

국에서의 이슬람 성장은 우리를 돌

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FIM국제선교회 대표인 유해석 선

교사는 이 날 마지막 강의를 통하여 

“이슬람 인구가 몰려오는 현실에 대

한 교회의 대안으로 첫째, 교회가 건

강해야 하고 둘째, 기독교 신앙을 자

녀들에게 전수하는 신앙 전승율을 

높여야 하며 셋째, 한국에 들어온 이

민자 18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그

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열방이 주

님을 찬양케하며 넷째, 복음을 한번

도 들어보지 못한 무슬림들에게 복

음을 전하는 선교가 계속 일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FIM국제선교회가 주최하는 이슬

람선교학교는 선교신학을 바탕으로 

이슬람선교를 위한 강의가 진행되

고 있다. 모든 강좌들은 이슬람권에

서 선교하는 선교사 뿐 아니라 기독

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이기에 강의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

을 수 있다.  다음 이슬람 선교학교는 

10월 8일에 개강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한국 개신교계가 동성애 반대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다. 1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는 한국교회연

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

교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

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한

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

원 목사, 이하 한장총), 미래목회포

럼(대표 이윤재 목사), 한국교회언

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등이 함께 

하며 ‘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가’라

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주관

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수원 목

사(한장총 대표회장)는 인사말을 통

해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아닌 기독교적 용어로 범죄행위”라

고 강하게 지적하고, “동성애자는 

사람 자체는 사랑하지만 죄는 인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었

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애는 국민정서와 부합

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지난해) 

퀴어퍼레이드에서 보여준 반나체 

음란행위 등은 건전한 시민문화 행

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시간에 박종언 목사(한

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사무총

장)는 “헌법 상 자기결정권 혹은 개

인간 프라이버시 문제를 국가가 과

연 관여해서 통제하는 것이 맞느냐

는 선진국 인권 차원의 주장들이 있

어서 동성애에 대한 발언이 조심스

러운 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

나 동성애 축제를 보며 더 이상 인권

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에 

공감했다”면서 “서울시청 광장 동

성애 퀴어 문화축제 중 그 ‘문화’라

는 말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

뜨리는 것”이라 주장했다. 

소강석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부

이사장)는 “동성애가 운명적 성향이

라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비판

하면 종교적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성애란 성

의 욕구를 무제한으로 분출시키고 

성의 욕구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는 네오막시즘이 인권으로 포장되

어 젊은이들에게 번지고 있는 것”

이라 설명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을 

경멸하고 무시, 증오하는 것이 아니

라, 사랑의 대상으로 품으면서 동성

애 인권이라는 파도만 보지 말고 이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의 본질을 바

로 보자”고 당부했다. 

양병희 목사(한교연 대표회장)는 

“고무적인 것은 한국교회의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함께 한 것”이라 말

하고, “한국교회와 언론이 하나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서 “오늘 기자회

견은 급히 모여 토론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추후 토론을 통해 앞으로 활

동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정할 것”

이라 했다. 박종언 목사는 “NCCK만 

인권이라는 이유로 (기자회견) 자리

에 없는데, NCCK도 함께 하기를 바

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에서는 윤덕남 목사(한

기총 총무)의 사회로 김춘규 장로(한

교연 사무총장)의 기도, 양병희 목사

의 기자회견문 낭독, 이윤재 목사(미

래목회포럼 대표)의 한국교회동성

애대책위원회 방향과 조직에 대한 

설명 등도 있었다.        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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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함께 결의를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서울 대림동에서 21기 이슬람선교학교 수료사진  ⓒFIM국제선교회

한국교회, 한 마음 한 뜻의 동성애 반대 
한기총· 한장총 · 한교연 · 미래목회포럼 등 개신교 단체들 기자회견 열어

무슬림 선교에는 건강한 교회가 필수 

FIM국제선교회 주최‘이슬람선교학교’성황리에 마쳐 

이날 집회에서 이승호 목사(맨 뒤)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통합, NCCK 개혁 못할 거라면 탈퇴해야

통합 비대위, 신앙과직제협 1주년 맞아 반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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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리폼드신학교(New York Re-

formed Biblical Seminary, 학장 유상열 

목사) 제5회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리빙스톤교회에

서 개최됐다. 이날 졸업생은 목회학 석

사(M.Div) 김정길, 김광섭, 김경희 등 3

명으로 뉴욕리폼드신학교는 지금까지 

목회학 석사 11명, 신학사 9명 등 총 20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예배는 김승민 목사(교수)

의 사회로 박이스라엘 목사(객원교수) 

말씀봉독, 김금옥 전도사 찬양, 유상열 

목사(학장) 말씀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

됐으며 학위 수여식은 최호익 박사(총무

처장) 학사보고, 유상열 박사 학위수여, 

이종명 목사(뉴욕교협 부회장) 권면, 김

영환 목사(뉴욕목사회 부회장) 축사, 김

영환 집사 축가, 김정길 전도사(졸업생 

대표) 답사, 김승희 목사(뉴욕교협 증경

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척박한 이민사회를 살아가며 학업을 

병행했던 이들이기에 이날 졸업생들의 

기쁨은 더욱 컸다. 권면을 맡은 이종명 

목사도 “주경야독을 실천한 이들의 졸업

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졸업

생 대표로 답사를 전한 김정길 전도사는 

진심을 담아 학장과 교수진을 비롯한 학

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졸업예배에서 학장 유상열 목사

는 ‘충성의 열매’(마25:14-23)라는 제목

의 설교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졸업생

들을 향해 애정 어린 충고를 전했다. 

이 학교는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Education Department의 허

가를 받아 2004년 1월 8일 비영리단체

로 등록한 신학 교육기관으로, 대한예수

교장로회합동(총신 측) 총회 인준을 받

아 미주동부노회가 운영하는 사역자 양

성 기관으로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전수

한다.    

뉴욕리폼드신학교 제5회 졸업예배에서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M선교회 메모리얼데이 새신자 전도

학장 유상열 목사 진심 담은 설교로 감동 전해

제자삼는교회와 DM선교회(담임 및 

대표 서두만 목사)가 지난달 25일 메모

리얼데이를 맞아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

해 복음을 전하고, 바비큐 파티와 체육

대회를 여는 등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 

예배와 파티가 열린 켄모어 코지 코너

는 서 목사가 차고를 개조하여 개인 또

는 소그룹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카페와 무공해 야채가 가득한 텃밭

이 있고, 배드민턴 게임을 할 수 있는 잔

디 공간도 갖추고 있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담한 휴식 공간이다. 

이날 행사에 대학생 한 명을 전도하

기가 갈수록 어려운 때에 외국인 학생 

5명과 한국인 학생 6명이 새롭게 초대 

됐다. 

마세테스 찬양팀의 찬양과 서 목사의 

복음 전도 메시지가 있었고, 워싱턴 대

학 졸업생인 임형은 자매의 구원 간증 

나눔, 김재형(마이크로 소프트 근무) 부

부의 식사 후원으로 후배 학생들에게 큰 

격려의 시간이 되었다. 

제자삼는교회와 DM선교회는 대학을 

중심으로 잃은 영혼 한 명이라도 더 전

도하기 위해 모든 행사와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브라이언 기자

메모리얼데이 맞아 ‘이웃과 친구’ 초청 복음전파 시간 가져

L A  지 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 45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 319-2234 

이 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E.M.예배 주일오전 11:00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 30

주일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2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연제선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LA 온하늘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한천영 담임목사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박성도 담임목사

LA 선교교회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내 지경을 넓히라,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며, 소망중에 기뻐하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32-0788 / kuinholy@hanmail.net

현연섭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구역모임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구인성장로교회

금요 구역모임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32-0788 / kuinholy@hanmail.net

실천하는/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나성동산교회

한기형 담임목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EM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lakwpc.org

서건오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

김광삼 담임목사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성경공부 오후7:30 (화) 
              오전10:30 (수)

정우성 담임목사금요저녁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2부 오전 6:30 (월-금)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45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김요섭 담임목사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 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조인수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김세환 담임목사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산타모니카한인교회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푸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음식 보조 푸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onfronting)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onfrontin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강지원 담임목사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100 New Hampshire
주중새벽-LASR대안학교(6가와 라파에트 코너-520 S. La Fayette Park)

김기섭 담임목사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버질중학교 (1가와 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 T. (213)386-2233 / www.LAsarang.com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이웃 초청 복음전파의 시간을 보낸 제자삼는교회와 DM선교회

뉴욕리폼드신학교 제5회 졸업예배 성료

교회에서 마리화나를 피운다?

인디애나주의 ‘마리화나교회’가 국세

청(IRS)에 의해 세금 감면 종교기관으로 

인가를 받았다. 

‘퍼스트 처치 오브 캐너비스’(First 

Church of Cannabis) 설립자인 빌 레빈

(Bill Levin)은 “IRS가 최근 세금 감면 허

가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디애나의 새 종교자유회복법안(Reli-

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의 시

험대에 오른 것이다. 

인디애나주의 종교자유회복법안은 서

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

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

한 압력이 거세지자 서비스 제공자가 종

교자유보호법을 이용해 서비스 및 재화, 

시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인종·피

부색·종교·출신성분·나이·출신국가·

장애·성별·성적지향·성적 정체성·군복

무 등에 따른 차별도 하지 못하도록 완

화된 상태이다. 

레빈은 예배가 한 젊은 뮤지션의 하모

니카  연주와 함께 ‘나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찬송가로 시작되면서 

곧바로 이어질 설교 중에 참석자들이 마

리화나를 피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마리화나 피우는 것을 자신들

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

운데, 종교자유회복법안을 악용할 것으

로 보인다. 

레빈은 현재 이 이벤트를 위해 잠시 

빌릴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찾고 있다. 그

러나 지역 경찰 등이 오락용 마리화나

를 피우도록 허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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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할렐루야대회가 26일부터 28

일까지 프라미스교회로 예정된 가운데 

뉴욕교협이 1일 정오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할렐루야대회와 관

련, 뉴욕교계의 전반적인 침체에 큰 위

기의식을 공감하고 있어 더욱 성공적으

로 대회를 치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뉴욕교협은 이재덕 회장을 비롯, 이종

명 부회장, 박영진 부회장, 김희복 총무, 

한기술 서기, 권캐더린 부회계 등 임원

진들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할렐

루야대회 준비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알

리는 한편,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재덕 회장은 2010년도 이후 할

렐루야대회가 저조한 성적에 그치고 있

는데 대해 “그동안 뉴욕교계 전반에 걸

친 침체 분위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

고 이러한 영향이 할렐루야대회에도 이

어져 왔다”면서 “할렐루야대회를 기점

으로 뉴욕교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의 질문은 올해 할렐

루야대회가 기존의 관성적인 틀에서 벗

어나서 내용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성

공적인 대회가 진행되기 위한 필요 요

건과 준비 상황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

춰졌다.

이에 이재덕 회장은 “이번 한국 방문

을 통해 여러 차례 강사에게 뉴욕교계의 

영적인 현황과 올해 할렐루야대회의 중

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자는 올해 대회 주제에서 보여지

듯 뉴욕교계에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가 

던져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하며 각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당부했다.

김대원 기자 

뉴욕교협이 1일 오전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공적인 할렐루야대회를 

위해 뜻을 같이 했다. 

할렐루야대회, 위기의식 속 더욱 노력 

베다니교회(담임 최창효 목사)는 지

난 29일부터 31일까지 본국과 북미, 아

시아 등지에서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세미나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영환 

목사(한밭제일교회)를 초청해 ‘장자권

의 회복과 누림’이란 주제로 심령부흥성

회를 개최했다.

이영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

임을 강조하면서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

나님의 장자들이며 하늘나라의 상속권

이 있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권세가 있

으며, 명령하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능력을 드려

낼 권세가 있다”며 “성령 충만을 통해 하

늘의 권능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며 “하나

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영원한 본향

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크리스천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

는 자각이 일어나야 한다”며 “내가 하나

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장자의 권세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은

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환 목사는 은퇴 후 ‘장자권의 회

복과 누림’을 널리 알리고 한국과 세계 

교회에 알리는 사역에 집중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김 브라이언 기자

이영환 목사 초청, 베다니교회 부흥성회 열려

이영환 목사(좌)와 베다니교회 최창효 목사(우)

L A 동 부 , 팜 스 프 링 스 지 역

뉴욕교협, 기자간담회 열고 대회 준비 상황 알려

파 사 데 나 , 라 크 라 센 타 , 라 캐 냐 다 , 글 렌 데 일 , 밸 리 , 벤 추 라 지 역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고승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사 우 스 베 이  지 역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주일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구역모임 매월 1회
한글학교(토) 오전 10:30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빌1: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 가 주 샬 롬 교 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 가 주 샬 롬 교 회

김준식 담임목사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박신철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오전 6:00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ord, Thousand Palms, CA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최승목 담임목사

2015년 표어 :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마5: 45)
1. 민족을 넘어서 2. 신앙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2015년 표어 :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마5: 45)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이춘준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오전 6:00 (토)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양성필 담임목사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백재준 담임목사새벽기도(토) 오전 06:00
토요모임(토) 오전 06:0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정상용 담임목사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서보천 담임목사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박성규 담임목사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청년부예배EM 오후 1:30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세계성경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장년)
              오후 2:00(청년) 
KM예배 오후 3:00(청년)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김바울 담임목사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이성현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류준영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 혁 담임목사

주 안 에 교 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휠로우쉽홀)
            오후12:00 (본당)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후 6:30 (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최호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이호민 담임목사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교회

주일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후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7:45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하늘의 장자권을 회복하라

2015 유엔청소년세계대회 

청소년대표단 참가자 모집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에

서 워싱턴에 있는 APPA/GCS Interna-

tional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 거주 교포 

및 유학생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

로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유

엔대회> 청소년대표단 참가자를 모집한

다. 전 세계에서 약 1,000여 명의 청소년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8월 3일

부터 7일까지 열리며 서류신청과 서류

심사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유엔과 유엔자문위원 국제NGO들이 

함께 하는 유엔청소년대회는 글로벌 리

더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해 국제평화, 

국제개발, 국제의료보건, 국제이해교육, 

국제환경, 국제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유엔본부에서 열리게 된다. 연수

는 플랜 A(유엔연수 및 국제기구활동 참

여)와 플랜 B(유엔청소년세계대회만 참

석)로 구분되며, 플랜A는 초등학생도 참

석이 가능하고, 플랜 B는 16세 이상부터

만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서는 www.appaun.org에서 UN-

USA프로그램을 클릭, <유엔 및 국제기

구 & 세계청소년유엔총회> 제목 우측에 

있는 신청서(application)을 작성한 후 

submit를 클릭하면 된다. 접수는 6월 초

경에 마감된다.

김 앤더슨 기자



2015년 뉴욕 할렐루야대회 주강사인 

소강석 목사가 최근 주일예배를 통해 동

성애를 강력히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강석 목사는 지난 5월 31일 드린 주일

예배 설교에서 ‘동성애, 당신도 동의하십

니까(롬 1:24-27)?’라는 제목의 설교에

서 동성애가 반성경적·반사회적 현상임

을 강조했다.

대형교회 목회자가 주일예배 설교 주

제 자체를 동성애로 정해 강력히 비판한 

것에 한국 교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강석 목사는 한기총·한

교연·한장총 등 한국교회 

주요 기관들이 연대해 1

일 출범한 한국교회동성

애대책위원회의 본부장

이기도 하다. 

소 목사는 이 설교에서 

프랑스의 68혁명 이야기

부터 꺼냈다. 그는 “최근 

에릭 제무르라는 프랑스 

언론인이 쓴 책 <프랑스

의 자살>을 보면, 현재 프랑스에 당면

한 이슬람·동성애 등의 문제가 68혁명

에서 시작됐다고 한다”며 “‘금지하는 모

든 것을 금지한다’는 구호를 외치던 68

혁명 주도자들의 삶을 추적 조사해 보니 

대부분 자살·약물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또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 하나님의 도성

을 지키는 거룩한 전사들이 되시길 바란

다”고 했다.         

김대원 기자       

제 485호 112015년 6월 4일 목요일종        합

33년 역사의 교회정보제공서비스

(CIS, Church Information Service)의 

활동을 이어받은 ‘일본선교리서치(JMR, 

Japan Missions Research)’가 2014년에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연도 조사 리포트

인 ‘JMR 조사 리포트(2014년도)’를 발표

하고 전국 교회 교세 및 일본에서 선교 

중인 선교사의 실태를 공개했다.

JMR은 이 같은 조사를 통해 “회원 여

러분께 일본 선교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 제공을 실시함으로, 일

본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 기독교회 교세>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 전체 교회 수

(기독교연감 2015, 그리스도신문사 

2015)는 개신교 8,000개, 가톨릭 1,000

개, 오소독스 70개로, 총 9,070개인 것으

로 공식 집계됐다. 신자 수는 개신교 58

만명, 가톨릭 45만명, 오소독스 1만명으

로 총 104만명이다.

교단·교파별 교회 숫자는 에큐메니

컬 그룹 2,032개(예배출석자 61,298명), 

단립교회·무교파·무교회 그룹 1,179개

(예배출석자 30,045명), 침례·메노나이

트 그룹 928개(예배출석자 31,489명), 

초교파선교단체 그룹 878개(예배출석

자 32,321명), 웨슬리안·홀리네스 그룹 

832개(예배출석자 26,558명), 성령파 그

룹 779개(예배출석자 37,104명), 개혁·

장로파 그룹 516개(예배출석자 19,200

명), 그 외 각 교파 그룹 597개(예배출석

자 19,953명)로 파악됐다.

<선교사 실태> 

또한 자료 중 ‘기독교연감2015(그리

스도신문사)’에 따르면, 개신교 단체 수

는 132개, 선교사 수는 1,567명, 가톨릭 

단체 수는 12개, 선교사 수는 30명으로 

파악됐다. ‘JEMA Directory 2014’에 따

른 선교사 수는 1,810명이며, 한국에서 

일본에 파송된 선교 단체별 선교사 수

는 Inter CP 선교회 3명, CMI 39명, GMS 

135명, 예장 합신 19명, CCC 27명, 바울

선교회 23명, 기감 본부 37명, SEED선교

회 10명, EMM선교회 13명, 기침 23명으

로 총 329명의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들

이 활동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도별 선교사 증

감 추이에 있다. 1953년 1,442명에서 

약 20년이 지난 1975년에는 약 1000명

이 증가된 2,597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약 30년간은 큰 변동 없다가 2005년에

는 2,209명으로 2천명 대를 유지, 이후

부터는 다시 감소 증세를 보이며 2010

년에 1,967명, 2014년에는 1,810명으

로 감소했다. 선교사들의 주된 활동에

는 교회 형성 개척 전도(50.8%)가 가장 

많았으며, 특정 장소 전도(18.1%), 교육

(12.0%), 기타(11.2%), 선교 지원단체 관

련(5.0%), 미디어 출판 음악(2.3%) 순으

로 사역하고 있다.

한편, JMR은 동경기독교대학 국제선

교센터 내에 설치됐으며, 대표는 동경기

독교대학 야마구치 요이치 신학 연구과 

위원장이 맡았다. 하나죠노 유키오 CIS 

전 대표, 시바타 국제선교센터 전문위

원도 함께 사역한다.         강성현 기자

日선교리서치, 전국 개신교 실태 발표
개신교, 약 8천개 교회에 신자 58만명

O . C . / 얼 바 인  지 역 

렛츠 바이블에 재현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모습 ⓒ 렛츠 바이블

소강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남성수 담임목사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라세염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714) 252-9191

회장 주혁로 목사

성경적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님의 빛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김철민 장로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오병익 담임목사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4552 Lincoln Ave 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박재만 담임목사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남가주순복음교회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영혼을구원하여 제자로세우는교회

13000 San Antonio Dr,Norwalk,CA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새벽예배  오전 6:00 본당
수요기도  저녁 8: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  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7:3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고현종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디사이플교회

                    토 새벽 6:20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HTHEM.COM

영어예배(GLMC) 주일오후 12:30

수요기도회 수요일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오전 5:30 

                    (토)오전 6:00

로뎀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박일룡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이서 담임목사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오전 6:00 (토)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모임 : 7:20 PM(성경 66권책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롬12:2)

새로운 교회

홍성준 담임목사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얼바인 한믿음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권혁빈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14515 Blaine Ave., Bell� 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공동체

예  친  교  회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CA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묵상예배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철야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교육부예배 오후 12:30

김용철 담임목사

얼바인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309-7551
Pastoryckim@yahoo.com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부설: 이스라엘 알리야 선교회-성지순례,정탐전문

주일예배  오후 1:00(본당)
E.M예배 오후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오전 5:30
                (토)오전 6:00
이스라엘 쎄미나 : 매달 첫째주  
                   (토) 오전 10:00

2천년 전 예수님의 발자취 그대로 재현해

할렐루야대회 강사 소강석 목사, 동성애 강력 비판

성서체험전 렛츠 바이블 종료 임박

주일예배 설교 통해“하나님의 도성 지키자”강조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성서체험전 ‘렛

츠 바이블-더 메시아’가 6월 말 종료된다. 

한국교회 선교 130주년을 맞아 재부흥 프

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성서체험

전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

사)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제이엔디

씨티인베스트(대표 이동원)가 공동 주최

하고 오너스코리아(대표 신동운), 렛츠 바

이블(대표 김욱)이 공동주관하며 토브플

랜 문화선교회가 진행했다. 장소는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3층 특설전시장.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공생애, 고

난,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 죽음, 부

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야

외의 특설전시장에 세계 최초로 재현된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관람객들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연출되어 많

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저작권자인 정용섭 교수(상명대)가 기

획하고 연출했던 10년 전 렛츠바이블은 

2004년 12월 20일 한국교회 선교 120주

년을 맞아 어린이 대공원에서 진행돼, 3

개월간 무려 24만여명이 관람하는 기록

을 세우기도 했다.           

문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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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전문회사 

고베펄이 불

황타개 긴급제안 현

금 회전 위한 원가 

파괴 초대박 세일을 

엘에이 한인타운 등 

엘에이 일원에서 펼

친다.

행사일정은 오는 

6월 7일(일) 가든그

로브 라마다 플라자

부터 시작해 9일은 다이아몬드 바 할러데이 인 그

리고 10일부터는 3일간 엘에이 한인타운 아로마

센터와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올림픽 길의 로

텍스 호텔에서 열린다. 7일동안 엘에이 한인타운

을 비롯해 엘에이 일원에서 고베펄사의 화려한 진

주보석 향연이 펼쳐지게 된다.

특히 이번 진주보석 쇼는 현금회전을 위한 원가 

파괴 행사로 지금까지 열렸던 어떤 행사보다도 진

주보석을 값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

말로 원가 파괴로  진주 보석 파티가 펼쳐진다. 미

키미토 급의 아코야 진주도 원가 파괴 대박세일에 

나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석쇼는 선물용으로 진주 펜던트 200여

점과 진주, 홍산호와 유색 스톤 핵진주 50세트 그

리고 다양한 진주목걸이, 반지 귀걸이 300개 등 신

제품 등 모두 5000여점의 보석이 준비됐다. 특히 

이번 원가파괴 세일에는 아코야 진주 목걸이를 대

거 준비했는데 1줄짜리 진주는 1599불짜리를  499

불에 두줄 아코야 진주목걸이는 999불에 전시장

에 포진된다. 고베펄 사의 진주 목걸이는 일본공

법에 레이저를 이용한 손기술 세공으로 그 정교함

이 뛰어나 미주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 여성들 사

이에서는 인기 제품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불티나

게 팔리는 명품이기도 하다.

 또한 고베펄이 일본 공법에 손기술이 뛰어난 한

국 강남세공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홍산호와 에메

랄드, 사파이어 루비 등 칼라스톤  세트를 선보이

자 매혹적이면서도 동양적인 단아함이 그대로 살

아나면서 한인 여성들로 부터 각광받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고베펄 사 관계자는 요즘 들어  칼라스톤이  인

기품목이 되면서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진

주보석 물량 확보보다 이들 칼러스톤 세트 확보에 

더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베펄은 이와 함께 천연 양식 한줄 비드 목걸

이(6-7밀리)의 경우 특별 세일로 단돈 99달러에, 

두줄 비드목걸이(6밀리-7밀리)는 259달러에 대

방출한다.

고베펄은 “이번 행사는 불황타개 긴급제안 형식

에 의한 현금 회전 원가 파괴 세일인 만큼  최대 규

모의 ‘핫’ 세일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신이 나는 

세일 폭에 기쁨을 배가 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서

둘러 구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베펄사의 고베쥬얼매트가 당뇨

병등 각종 병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

다. 잠만 자도 저절로 병을 예방해 

주고 힐링에 도움이 되는 잠자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에 출시한 이후 병

을 치료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입

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크게 늘고 있

다. 

이 제품은 자수정에서 나오는 신

비의 온열 ‘빛’에 의한 각종 병 치료

용 온열 매트로 미주 한인 동포들로

부터 각광 받고 있다.

뉴욕과 버지니아 등 한인 동포들

이 많이 사는 동부 지역에서 먼저 출

시돼 인기를 끈 이 자수정 힐링매트

는 당뇨병 환자와 여성들의 요실금

과 냉대하 등 부인병에 특효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그 인기가 폭발하

고 있다. 특히 당뇨병과 허리, 목 통

증, 그리고 불면증에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과 볼티모아 등 동

부 지역에서 1, 2, 3차분이 완판된 데 

이어 최근 500여장이 든 40피트 컨

테이너 고베쥬얼매트 4차분이 태평

양을 건너 롱비치항 배에서 내려 엘

에이 창고에 입고, 다시 완판을 기다

리고 있다.

고베펄사가 2년여의 각별한 준비 

끝에 마침내 일명 ‘클레오파트라 잠

자리”로 불리면서 온열과 보석이 함

께한 의료용인 고베 쥬얼 매트가 서

서히 병치료 매트로 자리를 잡아가

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자수정 양을 

보유한 고베쥬얼매트가 당뇨병과 

여성질환 등 각종 질병에 특효하다

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그 근거는 암치료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온열 요법이다. 신비의 보석 

자수정에서 나오는 고베쥬얼매트의 

1도 온열 기적이 면역력 5배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옛 고서인 ‘동의보감’에도 자수정

의 효능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다. 

“자수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피부

를 곱게 하며, 아기를 잉태하게 하

는 효능이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

다. 즉 이 자수정 매트가 우리 피부

와 접촉하게 되면 10센티에서 15센

티 깊숙이 원적외선이라는 생명의 

빛을 발산시키면서 침투해 10-14

마이크론 파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곧바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몸과 정신을 안정시키면

서 면역력 증강으로 암 등 각종 질

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에 도움

을 준다는 것.

이 고베 쥬얼 매트는 싱글과 더

블 사이즈, 그리고 프로패셔널 등 3

종류가 출시되는데 더블 사이즈의 

경우 30킬로그램이다. 가격은 싱글 

사이즈가 Regular 3,499달러에서 

특별가로 2,799달러, 퀸 사이즈는 

Regular 3,999달러에서 특별가로 

3,499달러, 휴대가 가능한 프로페셔

널 사이즈는 2,599달러에서 1,999달

러로 할인된 가격에 시판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고베쥬얼매트가 당뇨병 등 질병 치료에 
큰 도움 준다는데 그 근거는?

가든그로브 Garden Grove
일정: 2015년 6월 7일 일요일, 단 하루
장소: 라마다플라자 Ramada Plaza 2층 퍼시픽룸

주소: 100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다이아몬드 바 Diamond Bar
일정: 2015년 6월 9일 화요일, 단 하루
장소:  홀리데이인 Holiday Inn Diamond Bar 1층 Gateway 2&4 

주소: 21725 E. Gateway Center Dr. Diamond Bar, CA 91765

엘에이 한인타운 Los Angeles 1
일정: 2015년 6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3일간)
장소: 윌셔 아로마센터 Aroma Wilshire Center - 5층 

주소: 368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엘에이 한인타운 Los Angeles 2
일정: 2015년 6월 13일(토)부터 14일(일)까지(2일간)
장소: 로텍스호텔 Rotex Hotel - 2층“Banquet Hall” 
주소: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영업시간: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엘에이 일원 행사 일정

초대박 진주보석 쇼, 엘에이 일원서 펼친다!!

각종 부인병 및 불면증에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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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머니즘과 혼합주의의 한국 불교역사

불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를 

찾는 종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거

나 죄와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

교가 아니라 업보와 윤회·전생에서 

도망쳐 나오는 법을 추구하는 종교

이다. 불교는 인생의 고(苦)에서 탈

출하려는 무신론적 현실 해결주의

에 기울어져 있고, 처음부터 철저한 

무신론이었다.

I 불교의 인간관과 생사관 

불교의 생사관을 설명하는 12인

연은 석가모니가 6년 고행 끝에 깨

달은 존재론이며 세계관이다. 석가

모니는 인간이 태어나 늙고 죽는 이

치를 타(他)와의 관계에서 발견했

고, 그것이 연기(緣起)의 법칙이다. 

‘이것이 있으려면 저것이 있어야 하

고, 저것이 있으려면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

나고, 저것이 일어남으로 이것이 일

어난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

어지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없

어진다’는 원리이다.

20세기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큰 승려’ 이성철은 1966

년 11월 1일 조선일보에 실린 故 서

남동 박사의 글 ‘성부가 죽고 성자

로 나타났고, 다시 성자는 죽고 성

령으로 나타났다는 것’과, ‘역사적 

예수가 또 형태 변화를 해서 만인

의 얼굴과 눈으로 분신 화신하는 성

령이 되었다’는 ‘기독교 무신론’, 즉 

양태론적 진술을 인용하고, 불교의 

윤회론과 자신의 범신론까지 혼합

하여 자신의 인간론과 생사관을 반

영하였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죽어

서 없고, 예수도 죽어서 없다고 합

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죽고 없

지만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

수가 형태 변화를 해서 성령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신 화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사람마다 

다 성령이 있으니 … 초월신이 아

닌 인간에 내재한 내재신이라는 의

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인간이 하나님이고, 인간 속에 

하나님의 절대성이 들어 있음을 말

합니다. 불교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불성이 있다는 것과 통하는 이야기

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

령과 인간의 마음과 불성을 모두 동

일시하였다. 그는 성령을 예수의 분

신 화신으로 해석했고 범신론적으

로 이해했다. 불교적 윤회사상에 젖

어 있는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기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그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다 

전생에 죄만 많이 짓다 금생에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

며 예수를 6도를 왕생하는 중생 중 

하나로 보았다.

이성철은 상대적이고 유한한 현

실세계 그대로가 곧 절대의 세계이

고, 이 세계를 벗어나 따로 절대의 

세계가 없으며, 원래 ‘앉은 자리 선 

자리 이대로가 극락세계, 황금세계, 

절대세계’라고도 하고, ‘우주 창조

자 하나님’이, ‘내 품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일체라고 주

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철은 창조자 즉 초

월자가 없는 전통 불교철학의 자

기초월(無我, 非我)의 목표에 머물

지 않고, 한층 더 상승시켜, 나는 有

無로 형성된 ‘저 우주 밖의 것’이라

며 ‘우주초월’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의 우주초월이라는 말은 전통적인 

불교적 세계관을 뛰어 넘어, 유일신

론과 창조신앙을 가진 기독교 세계

관과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정복

하는 개념이다.

 노력하여 ‘하

나님이 되며’ 부지런하여 ‘전능자

가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동

시에 성철은 부처와 마귀를 동일

시하여, ‘몸은 하나인데 이름이 다

를 뿐’이라고 ‘소나 돼지같은 짐승

까지도…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하여 서로 존경하라고 가

르쳤다.

그는 한편으로 마음이 부처이고 

신이며 우주라 하고, 마음만이 전지

전능하고 모든 것을 만드는 실재이

며 주재자라며, 한편으로는 ‘부처도 

꿈이고 예수도 꿈이고 지구 태양이 

다 꿈’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성철은 마음만을 절대

시하면서 다른 한편 그와 동격화한 

신도 부정하고 부처도 부정했다. 그

러나 그 절대시한 마음조차 아무것

도 아니고, 설명할 수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자기(自己)를 바로 봅시다. 자

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

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항

상 행복과 영광에 넘쳐 있습니다. 

극락과 천당은 꿈 속의 잠꼬대입

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설사 하공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져도 자기는 항상 변합이 

없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有

形 無形 할 것 없이 우주의 삼라만

상이 모두 자기입니다. 그러므로 반

짝이는 별, 춤추는 나비 등등이 모

두 자기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

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

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

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

을 구함과 같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영원하므로 終末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종

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여 헤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상은 힌두교 베단타의 

범아일체(Brahman-Atman) 사상

과 병행된다. 현실은 無가 아니라 

有이고 ‘절대의 세계’이다. 이성철

은 자기 마음이 부처이며, 신이며, 

우주이며, 진리라고 하고, 또 자기 

마음이 허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

고, ‘물질과 허공, 그 모든 존재 이전

의 실재’라고 한다.

우리는 한국 불교 승려들의 정신

적 지주였던 성철이 자기를 ‘우주초

월’의 경지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서, 죄를 벗지 못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여

실히 볼 수 있다. 사실상 모든 범신

론자들의 종교적 목표가 주객합일

의 신비(Mystik)를 통해 자기신격

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이같이 전통불교 사상은 범신론

적이며 일원론적 사고 구조를 갖고 

있어, 기독교와 같은 창조신앙과는 

전혀 관계 없는 종교다. 아시아 고

등 종교에 초월이라는 개념이 있어

도, 그것은 우주 초월이 아니라 참 

자아를 실현하는 의미로서의 자기 

초월만을 뜻할 뿐이다.

II 불교와 무교 혼합주의 생사관

무교와 불교가 혼합된 한국 고유

의 종교는 신라 진흥왕에 의해 창립

되었다. 한국 고유의 혼합종교 화랑

도에서 발견되는 사후신앙은, 그들

이 죽은 후 그들의 수호신이자 스승

인 미륵 곁으로 환생한다는 신앙이

다. 또 그들은 미륵과 함께 이 세상

에 다시 와서 이 땅을 불국토가 되

게 한다고도 믿었다.

그들은 미륵 동상 앞에서 소원을 

빌고 맹세하며 “우리 부처님께서는 

화랑으로 화신하시어 이 세상에 나

타나시어 제가 늘 부처님의 얼굴을 

뵈옵고 곁에서 시중하도록 하여 주

십시오”라고 기도한다. 661년 즉위

한 문무왕은 죽은 후 불법(佛法)을 

만들어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겠

다며 ‘동해의 큰 바위 위에 장사하

도록’ 유언했다. 이는 무교의 사후 

귀신신앙과 불교의 윤회 사상이 혼

합된 형태로 이해된다.

샤머니즘에서는 용을 대개 물의 

신(水神)으로 섬기며, 뱀 형상의 신

으로 생각한다. 용왕은 바다에 살

고 용부인, 용궁아가씨, 용장군, 용

궁대감, 용궁대신들이 큰 구렁이와 

함께 숭배된다. 한국 불교에서 용은 

사람에게 나타나 영혼을 사로잡고, 

할 일을 지시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신으로 숭배되었다. 진흥왕이 황룡

의 지시를 받고 황룡사를 건립한 것

과 같다.

이렇듯 한국 불교는 샤머니즘과 

혼합주의가 되었고, 귀신과 잡신숭

배, 마술, 염불이 뒤섞여 발전되었

다. 고려의 태조는 즉위하자마자 팔

관회를 열고 천신, 산신, 용신에게 

제사를 하였다. 고려 불교는 더욱 

무교적으로 변천되었다. 이 팔관회

는 추수감사제를 겸하여 고려 말까

지 800년간 진행되면서 기복적 내

지 수호적인 성격을 띠고 무교의 동

일한 신앙대상들인 천신, 산신, 용

신 등에게 제사하면서 외적의 침입

을 막으려 했다.

팔관회와 함께 고려의 2대 법회

인 연등회 역시 부처에게 제사하며 

태평을 빌고, 3계의 신들에게 제사

하고 재액을 떨어버리려는 법회이

다. 이렇게 고려 불교는 무교적 신

앙과 혼합되어 삼국시대와 통일신

라의 불교를 이어받아 多佛신앙, 多

神신앙, 주술신앙으로 발전하였다.

 <계속> 

이  동  주  박사

선교신학연구소장

·행복칼럼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성격장애를 가

지고 있으면 정

말 삶이 피곤해

진다. 성격장애

는 개인의 성

격 자체가 특

이하여 부적응

적인 삶을 나타

내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한 사건

이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발전하여 성인에 이르기

까지 서서히 개인의 성격으로 굳어

진다.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

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즉, 행동양식이 자신이 속한 사회

의 문화적 기대에서 심하게 벗어나 

있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이 고정

되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적응 상태

를 보인다.

이 중 편집성 성격장애(paranoid 

personality disorder)는 다른 사람

들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지나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은 주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불협

화음과 갈등으로 사회 부적응 상태

에 이른다.

대부분의 편집성 성격장애는 오

랫동안 지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

정과 변화가 그리 쉽지 않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

문에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도 드물

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희망이 없

는 것은 아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성격

이지만, 상담자 또는 누군가가 편

집성 성격장애자의 감정을 잘 수용

해야 한다. 성격장애자가 오랫동안 

해온 방식대로 타인에게 적대적인 

요소를 포착하여 의심과 분노를 표

현하더라도, 방어적으로 대하지 말

고 솔직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신뢰

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솔직하게 말하게 된다. 그

리고 상담자가 이것을 공감적으로 

수용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준다. 

내담자가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신

에게 있음을 자각하면, 해결의 실

마리가 풀린다. 그리고 자신이 변

화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인간관계에는 신뢰와 배신이 있

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

에 변함이 없으시다. 성경에 말씀

하시길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

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

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

지 아니할 것이라”(사49:15)고 하

셨다.

편집성 성격장애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 신뢰 결여에서 시작된 것이

다. 성격장애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주

변인들이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보

내면, 그가 자기 세계 속에서 벗어

나게 될 것이다. 가족 중에 성격장

애자가 있다면 다각적인 도움이 필

요하다.

성격장애-사 49:15

이선이 대표

듣는마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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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하형록 | 두란노 | 240쪽

“이제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두 번

의 심장이식 수술!

그 후 펼쳐지는 드

라마같은 하나님의 

경영 수업! 이 책은 

팀하스의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비즈니스 현

장에 어떻게 주님의 기업을 세워 가시는

가를 생생하게 기록한 ‘창업 전략서’이

자 세상 기업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나

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가를 경험

적으로 정리한 ‘경영 전략서’다.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      
홍성건 | 예수전도단 | 304쪽

「하나님이 찾으시

는 사람」의 저자 홍

성건 목사의 신간이

다. 이 책은 교회와 

기독 공동체를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 속

에서 영향력을 발휘

하는 그리스도인을 

일으키자는 예수전도단의 훈련 철학과 

비전의 집대성이다.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은 명제만으로 삶을 이끌어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오늘날의 기독교 메

시지 사역과 훈련 사역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수가 되어줄 것이다.

바이블랜드 교회들1
조현삼 | 생명의말씀사 | 288쪽   

저자는 수년 간 탐

방식 성지 순례가 

아닌 ‘성경 지리 연

수’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역사가 펼

쳐졌던 그 땅을 직

접 찾아 나섰다. 직

접 현장을 걸어보

고 둘러보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 것

이다. 저자는 이런 시도를 통해 성경 말

씀을 더 깊고 입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텍스트만으로는 받을 수 없었던 공감과 

감동을 경험했다. 책을 읽다보면 무지

의 허물을 벗는 감동이 있을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김남준 | 생명의말씀사 | 328쪽  

이 책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갖

는 웅장한 신학적 구

도 안에서, 어떻게 신

자가 그리스도와 사

랑의 연합을 이루고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남겨 놓으

신 고난에 참여할 것인지를 낱낱이 보여

준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

님께서 허락하신 섬김과 고난에 동참할 

때, 현대 교회의 정체나 퇴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격려한다.

“짝사랑일지라도 진하게 사랑하

자. 언젠가 아이들이 ‘나도 누군가

에게 진한 사랑을 받았던 귀한 사

람이다’라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으

로 족하다.” 

이 책은 지난 20년간 탈북 동포

들을 구출하고, 여명학교를 섬기면

서 배웠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 탈북 형제들을 통해 직접 통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분이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지, 또 아이들

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적응해 가고 

있는지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저자가 여명학교를 섬기면서 눈

치 챈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있으시고, 그분이 탈북 동포

들과 학교에 아주 가까이 귀를 대고 

있으시다는 것이다. 다른 기도는 더

디 들어주셔도 여명학교 아이들의 

기도는 바로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 

그런 많은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통일의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탈북 동포들이 단지 ‘살려

고’ 우리의 생활권에 이주한 사람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

이 살려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곳까지 오려면 기적이 있어야만 가

능하기 때문이다. 그 기적을 허락하

셔서 이곳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

이시다.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를 여

러 번 넘기게 하면서까지 지명하여 

이곳에 보내신 사람들이 그들이다. 

많은 북한 동포들이 안타깝게 죽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서 보

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북

한이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로 겪

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구호) 시기라고 불리던 때, 

북한에서 3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 북한 인구 2천 만 

명의 15퍼센트에 달하는 수이다. 또

한 이는 6·25 전쟁 때 남한군과 북

한군과 유엔군과 중공군의 전사자

(戰死者)를 합친 118만 8,168명(국

방부 자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

이다. 뿐만 아니라, 최빈국인 에티

오피아에서 1983년에서 1985년까

지 아사(餓死)한 100만 명의 세 배

에 달한다.

저자는 “그분이 자녀들의 고통과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신 일은 무엇일까?”라고 자문하

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인 ‘성

령 통일’의 동역자가 되어 ‘고난의 

행군’을 겪은 탈북주민들에게 하나

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는 ‘사랑의 행군’을 경험하게 

하고,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보

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통일의 역

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

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나도 있길 원합니다”  

처참한 ‘고난의 행군’이 아름다운 ‘사랑의 행군’이 될 때까지

사랑으로 행군하다

조명숙 | 규장 | 248쪽

신간추천



조성노 목사(푸른교회 담임)가 

최근 ‘믿음인가, 미신인가’ (넥서스

CROSS)를 펴냈다. 조 목사는 이 책

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아는 만큼 믿는다는 

것”이라며 “모르고 믿으면 미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지난달 28일 종로 토즈

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30년 

역사의 한국 개신교는 이미 답보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현실은 

그동안 계시와 성서에 대한 정직한 

지식, 기독교의 오랜 전통, 교리들에 

대한 바른 해석없이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 짓는 일에만 열심을 둔 필

연의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진심으

로 동의해 마지않는다”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통렬한 자성을 바탕으

로 성서와 교리에 보다 진지하게 접

근하여, 기초부터 새롭게 점검하고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

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

하신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맹신

을 요구하지 않는다. 알고 믿으라고 

한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편리

한 대로 믿을 뿐, 하나님이 기뻐하

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요구

하신다. 그분을 신앙하는 데에도 지

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무지한 신앙

이 아니라 지성적인 신앙을 바라신

다”고 했다. 

‘믿음인가, 미신인가’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교의학적 명

제들과 성서의 난해한 주제들을 

간결하고도 명쾌하게 전달한 설교

집이다. ‘하나님’, ‘창조’, ‘인간’, ‘구

원’, ‘개혁’, ‘교회’, ‘종말’ 등 총 7개

의 주제에 따른 40편의 설교문으

로 구성돼 있다.

조 목사는 40편의 설교 중 가장 

소개시켜 주고 싶은 것으로, 구원론

을 다룬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

의 죽음(벧전 3:18~19)’을 꼽았다. 

그는 “예를 들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간 어디 계셨느냐’ 

하는 물음에 난 ‘지옥(음부)에 갔다’

고 말씀드릴 수 있다. 예수님이 십

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

까지, 그 영혼이 3일간 지옥에 계셨

다.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를 고백해 왔는데, 한국 개신교에

서는 이를 빼는 대신 각주를 달았

다. 이는 교리 자체를 깊이 성찰한 

결과라기보다는, 교인들의 심정과 

정서를 배려한 측면이 강하다고 본

다”고 설명했다.

종말론과 관련해 조 목사는 “저는 

종말에 관심이 많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식과 긴장감이 없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것인데, 

오늘날은 ‘때’에 대한 의식이 결여

되어 있다. 이것이 한계이고 약점이

다.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종말

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 내가 살

아 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만큼 위기의식

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도  종

말론적인 윤리를 말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강혜진 기자

하루하루 직장생활과 경제활동

에 매여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

다 보면 ‘내가 왜 사나?’ 혹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나?’라는 의문에 휩

싸이는 순간이 있다. 또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해 설교를 듣지만, 변화

되는 것 없이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

는 경우도 있다.

눈으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머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왜 

그쪽을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

할 수 없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안

종필 교수는 ‘삶의 목적을 찾기 위

해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

문을 던진다.

22년 동안 신학대학원 강단과 세

미나 현장에서 1만 5,000여 목회자

들에게 설교 스피치 강의를 인도한 

안 교수가 신간 「목적을 찾아가는 

삶」(쿰란출판사)을 통해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라’고 도

전하고 있다.

안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원리와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의 목

적을 찾아가는 사람을 ‘온유인’이라 

칭한 저자 안 교수는 온유의 속성

으로 ‘절제, 긍휼, 겸손, 자족’이라는, 

꼭 실천해야 할 네 가지 필수 도구

를 제시한다.

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장애물

로 ‘교만, 무식, 유혹, 분노’를 짚어낸

다. 안 교수는 이것들을 4행(行)과 4

불(不)로 구분해 제시하고, 이 주제

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독

자의 계획을 찾아간다.

안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

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온유의 능력

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책을 읽는 

동안에는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서 

읽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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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한국에 오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 오면 모든 고생

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

들고, 앞길이 암담하고…, 이 지겨운 

삶을 언제까지 왜 계속 살아야 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래 죽어도 순종합네다(생명의

말씀사)>에서는 그런 탈북민들과 함

께 ‘탈북 청소년 통독학교’에서 24시

간 동고동락했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교회는 그들의 집이 되었

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저자인 최광 선교사는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성경통독과 

북한선교 사역을 진행했으며, 현재

는 국내에서 황금종교회와 열방빛

선교회를 이끌며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경통독학교를 지도하

고 있다. 

“신앙이라는 새로운 힘이 내면에 

임하기 시작하자 학생들은 많이 흔

들렸다. 오늘은 술에 빠졌다가 내일

은 PC방에 빠졌고, 친구들과 노름에 

푹 빠졌다가도 기도 시간에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한동안 열

심히 착하게 살아보기도 했다. 그들

에게 신앙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새

로운 삶의 방식이라 많이 힘들 것이

다. 나는 그들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사람은 흔들리면서 강해지

기 때문이다.”

책에는 그야말로 태풍처럼 세차

게 흔들리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여럿 나온다. 밤중에 칼을 들고 들

어와 행패를 부린 학생, 고주망태가 

되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 

게임에 중독되어 독이 오른 학생들

을, 저자를 비롯한 열방빛선교회 선

생들은 품고,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러다 보니 주일에는 탈북 청소

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양육하

는 교회였지만, 평일에는 통독학교

가 되었다. 물론 밤에는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숙소 역할을 했다. 사역

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하느라 정신이 

핑핑 돌 정도였다. 

“기존의 한국교회는 일이 중심이

지 사람 중심이 아니다. 일을 위해 

사람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일은 정말 

효율적으로 잘 돌아갔고 화려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

의 마음에 남은 것은 은혜보다 상처

가 더 많다.” 

그래서, 저자는 처음부터 사역을 

일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살

아나는 것에 맞추다 보니, 일은 언

제나 매끄럽지 못했고 효율은 떨어

졌으며 엉망이 되어버릴 때도 많았

다. 뛰쳐나가 버리는 탈북 청소년들

을 계속 다시 받아주다 보니, 통독학

교에 질서가 없어지기도 했다. 사역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

다’고 줄기차게 건의했다. ‘사랑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었다. 그러나 최

광 선교사의 생각은 달랐다.

“탈북 청소년 학생들은 잘못을 해

도 품어주고, 돈을 주고, 용납해 주

고, 자기들이 난장판을 벌여도 학교

가 자기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

을 눈치챘다. 처음엔 자기들로 머릿

수를 채워 사역하려는 것이라 생각

하고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

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을 위해

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아비의 마

음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태도를 바꿨다.”

‘막가던’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

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원했던 것은, 

인정사정 없는 일 중심의 교회도, 효

율과 성과만을 추구하는 선교센터

도 아니었다. 세상이 궁금해서 나갔

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곳, 정신없이 

놀다가도 생각나면 돌아올 수 있는 

곳, 배가 고파 돌아오면 따뜻하게 받

아주고 채워주는 그런 곳, 바로 그들

이 어린 나이에 잃어버렸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집’이었다. 그

들은 마음속 깊이 나의 아빠 엄마가 

그리웠던 것이다. 

그렇게 말썽을 피우던 학생들은 

오랜 기도와 훈련을 통해 변화되고 

다듬어져, 어느덧 ‘성경 박사’가 되

어 해외 선교현장으로 나아가 그곳 

빈민가 아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

해 아빠 엄마가 되어주고 있다. 저자

는 “이들은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과 

뜻을 분명하게 아는 금처럼 소중한 

씨앗들”이라며 “나는 이들을 하나님

의 마음을 전하는 북한 선교의 일꾼

들로 키우려고 한다”고 했다. 앞으로 

이들의 뒤를 따라, 수많은 탈북민 청

년들이 거듭난 북한 선교 일꾼들로 

세워져 갈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이대웅 기자

모르고 믿으면 미신, 하나님은 지성 요구하셔 “탈북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조성노 목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

믿음인가, 미신인가

조성노 | 넥서스CROSS | 304쪽

내래 죽어도 순종합네다

최광 | 생명의말씀사 | 296쪽

‘아비의 마음’깨닫게 되자 변화돼

“삶의 목적 찾기 위해 노력해 보았는가?”
‘내가 왜 사나?’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한 마디

목적을 찾아가는 삶

안종필 | 쿰란출판사 |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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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r Kiwon Suh has been 
serving the English congregation 
at New Life Vision Church (NLVC) 
for five years. However, his expe-
rience with the Korean American 
church goes beyond his pastoral 
experience. He has served in Ko-
rean American churches as a wor-
ship leader previous to becoming 
a pastor, and as a part of the 1.5 
generation – those who had lived 
in Korea for during childhood and 
moved to grow up in the U.S. – he 
himself has grown up in the Ko-
rean immigrant church as well. 
While a seminary student, he also 
researched and wrote about the 
issues and dynamic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Pastor Kiwon 
shared his thoughts and experi-
ences with the Korean immigrant 
church in this interview.

What does it mean to be a part of 
the “1.5 generation” for you?

People say that I’m part of the 
1.5 generation, but I actually like to 
call myself the “bridging” genera-
tion,”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spiritually, relation-
ally, and culturally. I think for me, 
having the kind of background 
that I have is special because I’m 

able to relate with both genera-
tions, and in that way, be a bridge 
for them. I try to help our EM to 
understand the first generation a 
little better by doing small things 
like translating our senior pas-
tor’s letters, which are written in 
Korean, into English for them. I 
even call our English congregation 
“The Bridge” because my hope for 
them is that they will also become 
the bridge for the first and third 
generations.

Out of your own experience with 
English ministries, what do you 
think are some challenges as well as 
strengths of the second generation?

I think a great strength of the 
younger generation is that I’ve 
seen many of them being willing 
to teach and serve at church. In 
my English congregation, almost 
half of them are teaching. This 
shows me that EM members are 
finding joy and value in cultivating 
the next generation. I also saw that 
their hunger to grow is genuine – 
that’s why they love preachers and 
pastors who actually speak what 
they do, and live out what they say, 
like Francis Chan or David Platt.

I think some challenges, though, 
include that they have this tenden-
cy to be comfortable in how they 

are living. I would receive prayer 
requests about how people want 
to read the Bible more, pray more, 
and grow more spiritually, but at-
tendance in Bible studies or prayer 
meetings would stay very low. It 
seems like they don’t want their 
walk with God to disrupt their 
comfort – but when comfort is 
breached, there’s actually a deeper 
sense of peace in Christ.

Do you have any leadership system 
within the EM?

No, we don’t. I actually used to 
be hesitant in asking people to be 
on leadership because they were 
people who were already teaching 
in youth or children’s ministry – I 
was afraid of burning them out. 
But these days I’m realizing that 
I may have been over-sheltering 
them, and I’m thinking of ways I 
can raise a leadership within EM.

What do you mean by “over-
sheltering”?

I just realized that no one can re-
ally avoid burnout – it’s inevitable 
in life. I learned that I have to equip 
people to be able to overcome 
burnout. And I think one way that 
people can overcome burnout is 
by taking time to intentionally rest 
– not just sitting and doing noth-
ing, but actually taking time to re-
flect on what aspects they need to 
renew or restore. Resting has to be 
a commitment as well, and there 
has to be a growth and learning 
from it.

Does your EM have small groups 
or life groups?

We used to, but we stopped that 
for a while. These days I lead dis-
cipleship programs in separate 
groups. It’s a very focused program 
where everyone that is involved is 
mutually committed to the pro-
gram. This commitment actually 
worked to foster more belonging-
ness within the group. I also try 
to bring about more vulnerability 
within discipleship groups by ask-
ing hard questions about their in-

securities and fears, so that they can 
dig deeper in themselves through the 
questions. Allowing this to happen 
totally changed the atmosphere of 
the entire group – it benefits the 
person who is sharing, and those 
who are listening as well.

How is your experience with other 
pastors at church?

We have about ten to eleven oth-
er full-time pastors at our church, 
and we all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 other pastors 
really appreciate my relationship 
with them, because it shows them 
that EM is not just a separate iden-
tity, but that we’re one church.

I also respect our senior pas-
tor, Reverend Choon Min Kang. 
Something I especially respect 
about him is that he really values 
respecting and honoring people 
around him.

What advice you would give to 
other EM pastors?

I would just encourage them to 
have a posture of humility, and 
remember that every pastor is a 
servant of God. When we grow in 
humility, and show respect to the 
first generation by submitting to 
them and entrusting the church to 
them, we also earn their trust. And 
once you earn their trust, you also 
gain more freedom in ministry.

I would also encourage them, 
when they’re looking for potential 
churches to serve in, to not just 
look only at the EM, but look at 
the church as a whole, and consid-
er the senior pastor as well. What 
can I learn from him? What do I 
respect about him? EM pastors of-
ten say that they want to be men-
tored by the senior pastor, and I 
think the best way to help senior 
pastors to mentor them is by sin-
cerely respecting them as well.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
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
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Some 650 Korean Christians in the Torrance, CA area gathered with Nick Vujicic to pray for the city of Los Angeles.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
ment of Mental Health (LACD-
MH) recently hosted its 14th an-
nual Conference on Mental Health 
and Spirituality, themed “Journey 
Called Life,” on May 28, during 
which speakers from diverse faith 
backgrounds -- including Native 
American spiritists, Buddhists, 
Hindus, and Christians -- spoke on 
various topics regarding mental 
and emotional health. Christian 
speakers led sessions on helping 
those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ngaging faith commu-
nities to fight against human traf-
ficking; and the relationship be-
tween ‘love’ and mental health in 
an individual.

In particular, one workshop 
touched upon the Clergy Academy 
Program offered by the LACDMH, 
which was formed to help equip 
clergy with knowledge to better 
serve their communities in the 
area of mental health. 

Currently, there are 10 different 
sites that are participating in the 
Clergy Academy, and the program 
offers classes on over 27 different 
topics, including depression, life 
stage transitions, bullying, and por-
nography addiction, to name a few. 
Classes such as “Navigating the 
LA County Department of Men-
tal Health System” and “Comple-
menting Caring Congregations” try 
to help clergy to better understand 
how to access and provide the re-
sources that their congregation 
needs for their mental health.

During the workshop itself, three 
representatives from the LACD-
MH who currently lead the Clergy 
Academy gave attendees a glimpse 
of what the workshops and semi-
nars provided by the Clergy Acad-

emy look like, and also explained 
some basic ways clergy could help 
to promote mental health in their 
communities.

For example, they advised clergy 
to help reduce the stigma and dis-
crimination associated with mental 
illness by changing the language 
surrounding mental illnesses.

“Instead of calling someone 
‘schizophrenic,’ identify them as 
‘a person with schizophrenia,’” ad-
vised Adrienne C. Hament, one of 
the LACDMH representatives who 
lead the Clergy Academy.

“Let them know that the mental 
illness does not define them,” said 
Luis Orozco, who also leads the 
Clergy Academy program. “A man 
with a mental illness -- he is a fa-
ther, a worker, a husband. He is so 
much more than just a disorder.”

The representatives also did 
a demonstration to show an ex-
ample of the interactive activities 
clergy can participate in through 
the Clergy Academy. Volunteers 
acted as a therapist, a client suffer-
ing with psychosis, and “voices” in 
the mind of the client. As the client 
tried to listen to the therapist ex-
plaining the side effects of a certain 
medication, the volunteers acting 
as “voices” incessantly chattered in-
decipherable words and sentences 
in his ear. Orozco elaborated that 
through such activities as this, the 
program hopes to equip clergy with 
deeper knowledge and understand-
ing of what individuals with mental 
health may be going through.

The Clergy Academy classes are 
usually three hours long, and each 
series is 10 sessions long. All of the 
classes are free of charge. Classes 
are provided on evenings and week-
ends, and representatives come 
to the location requested by the 
church or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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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ounty Representatives 
Share Practical Ways Clergy 
Can Promote Mental Health

Nick Vujicic, evangelist and 
author of “Life Without Limbs,” 
prayed together with some 650 
Korean Christians early on Sat-
urday morning for revival in Los 
Angeles.

Referring to the recent events 
of unrest in Ferguson, Baltimore, 
and other cities, Vujicic said at the 
6 AM prayer meeting, “God has 
called all of us to pray for revival, 
because people need Jesus today 
like never before.”

Vujicic, who also prayed with 
a group of Latino Christians that 
same morning at 5 AM, has been 
planning for a concert event to take 
place on Father’s Day (June 21) in 
Los Angeles called “Unify LA,” and 
have been praying together with 
these diverse communities lead-

ing up to the event.
“God desires our churches to 

come together as one,” he said, 
and added that “there’s something 
beautiful in each culture.”

As a concert event, Unify LA is 
will feature music and “messages 
of hope,” but more importantly, 
the organizers hope that the event 
will be an opportunity for Angele-
nos of all backgrounds to unite as 
one and stand in solidarity. Los 
Angeles city officials have been in-
vited to participate.

“In light of recent riots in Bal-
timore ... And remembering the 
Watts riots 50 years ago this year,” 
the Unify LA marketing director 
wrote to Los Angeles Mayor Eric 
Garcetti and the city council, “we 
decided it would be preemptive 
to host an event promoting Unity 
here in Los Angeles.”

“You need to be there,” the let-
ter continues. “You get to demon-
strate that LA is leading the nation 
by having her people come togeth-
er in UNITY. You get to show that 
[you] and your team are proactive, 
not just reactive to LA. Your pres-
ence will make a powerful state-
ment.”

Vujicic challenged those at the 
prayer gathering with Korean 
Christians to come to the event 
and stand together as one, and to 
invite neighbors that are like and 
unlike themselves, from diverse 
backgrounds.

“As one church, let us pray, for-
give, and strive for righteousness,” 
he said.

Unify LA will take place at the 
Staples Center from 5 PM, and tick-
ets to the event includes the Sparks 
game, which starts at 2 PM.

Nick Vujicic and Hundreds of Korean Christians
Pray Together on Behalf of Los Angeles

Pastor Kiwon Suh is the lead pastor of the English congregation at New Life Vision 
Church in Los Angeles, CA.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VIII:

Bridging the Gap between Generations in the Church

BY JUNHYEONG KIM

“How Do I 
Keep My Child

Safe from
Sexual Abuse?”

“Those kinds of things wouldn’t 
happen to our child.”

“He isn’t the type of person who 
would do such a horrible thing.”

These are two major miscon-
ceptions an average person might 
have regarding child sexual abuse. 
But statistics on the issue show a 
completely different phenomenon. 
Across all demographics, one in 
three girls, and one in seven boys, 
are sexually abused before the age 
of 17 according to statistics, and 
90 percent of children who had 
been sexually abused know their 
abuser.

Veritable Screening, a back-
ground check screening company, 
and Church Everyday will be co-
hosting a free seminar on child 
safety, particularly on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The seminar will 
feature Pattie Fitzgerald, an expert 
in the field of childhood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who 
will be sharing ways parents and 
children could identify potential 
abusers, and 10 prevention strate-
gies that parents could use in ad-
vance to protect their children.

“Child sexual abuse is more com-
mon than most realize,” Veritable 
Screening said, and added that 
numerous child sexual abuse cases 
have occurred recently within the 
Southern California area. These 
incidents “underscore the need for 
parents to receive the appropri-
ate training to keep their children 
safe,” Veritable Screening stated.

The seminar will be taking place 
on June 7 at 4 PM at Church Ev-
eryday’s education center. Free 
child care will be provided, and 
RSVP is recommended to provide 
adequate child care. For more in-
formation and to RSVP, contact 
Veritable Screening at support@
veritablescreening.com.

BY RACHAEL LEE

Seminar to Discuss 
Abuse Prevention Tips

BY RACHAEL LEE

BY RACHAE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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