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후, 한인교

계는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6월 

26일 연방대법원의 발표 이후, 한인

목회자들은 28일 주일예배에서 이 

문제를 “큰 충격”이라 했지만 희망

을 잃지는 않았다. 

먼저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

사는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국가

인 로마 제국이 야만족에 의해 멸망 

당하는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깨달

은 진리를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

에 기록했다. 로마가 야만족에 의해 

정복 당한 줄 알았는데 로마를 정복

한 야만족들이 오히려 복음으로 변

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이 이뤄

진 것이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

은 우리에겐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것

이므로 우리가 문제에 정복 당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찬

송하고 선포하면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는다”고 전했다. 

충현선교교회 민종기 목사는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선 우리 한 사

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세상의 소금

과 빛이 되라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는 “세

상은 극도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배도,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

별되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귀

한 삶을 살자”고 도전했다.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는 “인

권은 세워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염려된다. 그

러나 우리가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

회와 이 나라를 고쳐 주실 것”이라

고 밝혔다.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는 글

을 통해 “사자굴에서도 믿음을 지

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

을 새롭게 하는 대부흥을 주실 것”

이라면서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도 

절벽을 만나면 웅장한 폭포가 된다. 

이제 주님께서 미국을 기적처럼 살

리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

했다.

한편, 미국 교계에서는 로버트 제

프리스 목사가 “시대가 어두워지지

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빛날 것”이

라 했고 러셀 무어 목사는 “지금은 

분노하거나 공황에 빠질 때가 아니

라 결혼에 대한 교회의 비전을 더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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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동성결혼 합법화 후 한인 목회자들 반응

“우리에겐 절망이지만”

제17회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가 UC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 열렸다.

미주 밀알선교단이 올해도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

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 미

주 밀알은 매년 여름 남가주, 북가

주, 시애틀, 밴쿠버 밀알 등 서부 지

역 연합으로 사랑의 캠프를 연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UC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 6월 25

일부터 27일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Let’s See the World!”라는 

주제로 열렸다. 장애인과 봉사자를 

포함해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히 지난 2013년 캠프부터 

실시한 세족식이 이번에도 남가

주 밀알 이사장 남성수 목사의 인

도로 첫날 거행됐다. 밀알 측은 “봉

사자가 장애인의 발을 손수 닦아주

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장애

와 비장애를 뛰어넘는 공동체적 사

랑을 느꼈다”고 간증했다. 둘째날

에는 “World Travel”이란 프로그

램에서 아프리카, 중국, 멕시코, 한

국, 미국 등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

는 시간도 있었다. 교회 연합 찬양

선교팀 PPOG가 찬양으로 이 행사

를 섬겼고 청년자원봉사팀 TRAC

도 다양한 형식으로 행사에 참여해 

봉사했다.                    김준형 기자

“너희는 세상의 빛”
사랑의 캠프로 
장애인 섬겨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미

주총회 서부지방회(회장 김제임

스 목사)는 지난 6월 22일부터 24

일까지 “2015년 목회자 평생교육 

및 가족 수련회”를 라스베가스에

서 50여 명의 목회자 가족이 참여

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 수련회는 “복음의 절대 능

력을 누리라”라는 주제로 2박 3

일간 진행됐다. 목회자를 위한 목

회 세미나와 기도회, 레크리에이

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은혜

와 감동의 시간이 되었으며, 특히 

선후배 간의 끈끈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이루었다.

수련회 주강사는 남가주벧엘

교회 오병익 목사였다. 그는 “복

음이야말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

는 가장 강력하고 능력있는 무

기”라고 말하면서 총 4번의 강의

를 통해 건강한 교회의 원리, 복

음의 능력, 복음과 세계 비전, 행

복 모임에 관해 메시지를 전했

다.

이 수련회에 참석한 이종원 목

사 가족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특히 복음

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았

다”고 전했다.

미주 예성 목회자 가족 힘내세요!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그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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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지역 교회들이 연

합의 땀방울로 하나됐다. OC기독교

평신도연합회 주최 교계 연합 체육

대회가 총14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6월 27일 토요일 세리토스 소재 밸

리크리스천하이스쿨에서 열렸다.

주 종목인 족구에서 1등은 LA연

합팀, 2등은 OC연합팀, 3등은 벤추

라연합팀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은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 감사한인

교회(김영길 목사), 남가주순복음교

회(박재만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

교회(남성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

회(노창수 목사), 은혜한인교회(한

기홍 목사), 풀러신학교 유학생팀, 

벤추라 지역 새생명교회(승광철 목

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어린이들을 위해 달리기 시

합도 벌어져 100미터 1등을 케빈 장 

군(남가주순복음교회)이 차지했고, 

이 대회와 함께 열린 어린이 사생대

회에서는 신건호 양(은혜한인교회)

이 수상했다.

이 행사를 위해 OC교협과 OC목

사회가 후원했고 공정하고 효율적

인 경기를 위해 LA족구협회가 협력

했다. 행사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윤우경 집사(OC기독교평신도연합

회장)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곽재필 

목사(OC목사회장)가 대표기도, 김

기동 목사(OC교협회장)가 말씀, 김

종대 장로(OC장로협의회장)가 격

려사를 했다.

윤 집사는 “연합 사역이 날로 쉽

지 않은 시대에 접어 들었지만 교

회와 성도, 선교 단체들이 꾸준히 

협력해 연합 전선을 세워 나간다

면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를 지혜

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

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운동으로 땀 흘리며 연합의 땀도 함께”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주최로 연합 체육대회 

이 대회에 참여한 단체들이 운동을 통한 연합과 동역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갈보리믿음교회(담임 강진웅 목

사)는 본국의 김형국 목사(나들목

교회 담임)를 초청, ‘청년의 신앙, 하

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6

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흥집회를 

가졌다.

김형국 목사는 28일에 계속된 주

일 1부 예배에서 ‘예수, 생명의 밥’

(요6:33-35)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

해 “밥상의 주인은 밥이다.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밥맛이 없으면 절대

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없다. 오늘

날의 교회도 이와 같다. 설교는 예

수를 가르쳐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

이 그것을 놓치고 있다. 반찬격인 

온갖 프로그램들만 난무하고 있다”

며 “십자가 대속의 살리는 밥, 성령

으로 동행하시며 삶의 방향을 제시

하고 힘을 주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밥, 살아있는 밥, 생명의 밥인 예수

를 만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예

수의 힘으로 살아내며 세상을 변화

시키는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되기

를 소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형국 목사는 트리니티신

학대학 출신의 신약학 박사로 본국 

나들목교회를 담임하며 ‘풍성한 삶

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청년아 때가 찼다’ 등 다수의 저서

를 출간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

다.

이영인 기자

한인기독합창단이 제56회 정기

연주회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란 주제로 6

월 28일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개

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주제에서 알 수 있

듯이 찬송가 위주였다. 다 감사드리

세,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햇빛을 받

는 곳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음성 

외에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산마

다 불이 탄다, 어서 돌아오오, 지금

까지 지내온 것 등 한인들이 사랑

하는 명곡 찬송가들이 연주됐다. 지

난해 12월 제5대 지휘자에 취임한 

이경원 지휘자는 “찬송가는 믿음

의 선조들이 뼈 아픈 삶을 살아내

며 뱉어낸 신앙의 고백”이라며 “이

것은 우리도 삶을 녹여서 후손들에

게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주회에는 특별히 피아니

스트 이지은과 올개니스트 석기향, 

소프라노 최정원, LA 신포니에타 

브라스 앙상블도 참여해 더욱 무대

를 빛냈다.

이 합창단은 1984년 남가주 교

회 음악의 발전과 찬양을 통한 복

음 전파를 목적으로 창단돼 30년 동

안 55회의 정기연주회, 20회의 교회 

순회 연주회, 10회의 특별 연주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문화 선교사나 다름없는 윤형주 

장로가 오랜만에 남가주를 찾았다. 

지난 6월 26일 새생명비전교회(담

임 강준민 목사) 집회를 시작으로 

27일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

수 목사), 28일 ANC온누리교회(담

임 유진소 목사)를 각각 돌며 자신

의 노래와 음악 이야기를 통해 예수

님을 증거했다.

윤형주 장로는 이 집회 기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

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지를 담

대하게 전달했다. 중간 중간 자신의 

히트곡인 조개껍질 묶어, 하얀 손수

건 등과 우리 귀에도 익숙한 히트 

시엠송, 6촌 재종형제인 민족시인 

윤동주 시인의 시를 노래한 ‘두 개

의 작은 별’ 등을 곁들이며 고단한 

이민생활에 지친 성도들을 예수님

의 사랑으로 위로했다.

특별히, 불교문학가로 유명했던 

故 미당 서정주 선생이 복음을 받아

들이고 소천하기까지 대물림하며 

기도해 온 이야기와 1970년대 연예

인 대마초 사건에 연루돼 서대문 구

치소 수감 중 만났던 예수님이 어떻

게 자신에게 새 생명의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집

회 2주 전에 갑자기 소천하신 뉴저

지 거주 모친 이야기를 전할 때는 

참석한 성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한편, 집회 후에는 윤 장로 사인회

가 이어졌는데, 이 집회를 통해 얻어

진 수익금은 현재 윤 장로가 펼치고 

있는 백혈병 어린이 환자 돕기 및 

장애인 돕기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자세한 후원 문의는 전화(한국 02-

521-1141)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청년의 신앙,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한인기독합창단 제56회 정기연주회

가수 윤형주 장로의“나의 예수님 이야기”

갈보리믿음교회, 김형국 목사 초청 부흥회 열어

사랑의띠선교회,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새생명비전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ANC온누리교회 등에서 집회

사랑의띠선교회(담임 김천환 목

사) 창립 16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6월 25일 오후에 이 교회 본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천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

사예배는 임상철 목사(뉴비전생명

교회) 기도, 카이로스선교회(대표 

김민경 선교사) 몸찬양, 한국엘림장

애인선교대회 소개, 김성회 목사(하

와이갈보리선교교회) 설교, 이웅 목

사(순전한교회) 격려사, 고창수 목

사(엘림장애인선교회 사무총장) 축

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회 목사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왕상 18:41-45)란 주제

의 설교를 통해 “성경 속의 엘리야

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

지 기도함으로써 축복의 큰 비 소리

를 들었다. 사랑의띠선교회가 지난 

16년 동안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한

국 엘림장애인선교회 미주 엘에이 

지부를 섬길 수 있었던 비밀은 바

로 여기에 있다”며 “이제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며 더 

많은 영혼 구원에 헌신하여 하나님

께 영광 돌리는 선교회가 되기를 바

란다”고 당부했다.

김천환 목사는 “이제까지 지켜주

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 영혼이라

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

을 잊지 않고 그 일에 충성하여 하

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감사의 인사

말을 대신했다.

또한, 매년 2천여 명 이상의 장애

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

하는 ‘제26회 장애인 산상 대성회’ 

미주대표로 참가하게 될 김천환 목

사를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

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한국 엘림장애인선교회는 

한국의 470만에 달하는 장애인들

을 섬기기 위해 지난 1984년 4월

에 설립된 사단법인 단체로 엘에이

를 비롯, 하와이, 뉴욕 등지에 해외

지부를 두고 있다. 장애인의 취업, 

기술 교육, 재활 교육을 비롯해 그

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영성 훈련

도 함께 펼쳐가고 있다. 그 일환으

로 매년 1회 7-8월 경 ‘장애인 산상 

대성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로 26회

째이며 경기도 포천시 한국중앙기

도원에서 오는 7월 20일-24일까지 

열린다. 이 성회에는 장애인 2천여 

명이 초대되며 해마다 하나님을 만

나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213-736-6625(김천환 목사)로 하

면 된다.                      이영인 기자

“사랑의 띠로 하나되게 하소서”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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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 희생 잊지 말자”
남가주목사회 6.25 기념예배

남가주한인목사회가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기념 추모예배를 드

리고 참전용사와 유가족, 조국의 평

화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엄규서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드

린 예배에서 이운영 목사(한미장로

교회)는 “6.25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시119편67-71절)”이란 제목

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우리 조

국은 6.25란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도

에 응답하셔서 지금의 선진국이 되

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넘치는 복

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걸

림돌이 되고 있다. 6.25 65주년을 맞

이해 우리는 선조들의 간절함을 회

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지영 회장은 기념사에서 “조국

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성장과 자

유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우방들

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 말했다. 또 “평화로운 남북통

일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원한다”고 

밝혔다.

김기동 OC교협회장은 “자유를 위

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 정신과 하나

님의 은혜를 잊어선 안 된다”며 “우

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희생하며 헌신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강부웅 목사, 배수호 목사, 강

지원 목사, 데이빗 리 목사, 류당열 

목사, 김재율 목사, 정종윤 목사가 특

별 기도를 인도했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목사회가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기념 추모예배를 6월 25일 저녁 한미장로교회에서 드렸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상명 

총장)가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

사)와 웨스트힐장로교회(김인식 

목사)로부터 각각 3만 달러의 후원

을 받았다. 최근 이 학교는 나성영

락교회로부터도 총 6만 달러를 받

는 등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 

교회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고 

있다.

지난 6월 15일에는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가, 25일에는 웨스트힐

장로교회 김인식 목사를 대신해 전

용기 장로가 각각 학교를 방문해 기

금을 전달했다. 박성규 목사는 이 

학교의 현 이사장이며 김인식 목사

는 직전 이사장이다.

이 학교는 ABHE 정회원과 ATS 

준회원 자격을 획득한 상태로, 다세

대 신학 교육이란 비전 아래 노력 

중이다. 대다수의 한인 신학교들이 

1세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 학교는 1.5세와 2세까지 다세대

가 공부하는 학교로 거듭나 미주 한

인교회의 차세대 사역 발전과 세대 

간 연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상명 총장은 6월 29일부

터 약 한달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후원회를 조직하고 후원금

을 모금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이상명 총장(좌)이 박성규 목사(우)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고 있다.

미주장신에 KPCA 교회들 “폭풍 후원”

나성영락 이어 웨스트힐·주님세운교회 등

빅토빌예수마음교회가 예배당을 

구입해 이전하고 한 차원 도약을 약

속하고 있다. 2002년 6월 김성일 목

사가 빅토빌에 개척한 이 교회는 지

역사회를 섬기며 세계선교에 노력

해 왔지만 최근 예배당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지

난 4월 애플밸리 지역에 1에이커 부

지와 자체 예배당을 구매하게 되면

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맞게 됐다.

지난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새 

예배당에서 드린 입당예배에는 그

동안 김성일 목사의 헌신적 교회 연

합 사역과 교회의 적극적 지역사회 

섬김을 증명이라도 하듯 수많은 인

파가 참석했다.

찬양 인도는 이용욱 목사(하나크

리스천센터)를 중심으로 한 8090찬

양팀이 맡았고 서철원 목사(얼바인 

헤브론교회)가 대표기도 했다. 마원

철 목사(리페어서번트 대표)가 “주

님이 홀로 가신 그 길” 특송을 한 후 

“영혼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교회”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새 예배당 입당 예배 드려

빅토빌예수마음교회가 새 예배당에 입당하며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

서 김성일 목사가 인사 말씀을 전하고 있다.

김현수 목사(토랜스선한목자교회)

가 “그리스도인 삶의 원동력”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하

나님의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의 삶

의 원동력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

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영

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백석영 목사(빅토밸리한인목사

회 회장), 원사라 동문회장(국제개

혁대 신대원 총동문회), 유영택 선

교사(C국), 고승경 목사(빅토빌중

앙장로교회)와 오세훈 목사(세계소

망교회)가 축하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고 조광수 목사(IMF선교회)가 

축도했다. 모든 행사를 마친 후 식

탁 교제에서는 성은경 목사(실로암

선교원)가 기도했다.

김성일 목사는 “섭리와 은혜 가운

데 자체 예배당을 구입해 이전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교회

로서 빅토밸리 복음화와 다민족 세

계선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했다. 주소) 15860 Tao Rd. Apple 

Valley, CA92307 

주일예배 시간) 오전 8시, 11시, 오

후 1시 30분

웹사이트) www.jesusmind.net 

전화) 760-220-3263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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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의 따뜻한 정을 책가방에 

가득 담아 주세요.”

새 책가방에 새 학용품을 가득 담

아 희망과 함께 선물할 후원자들

을 한인가정상담소가 기다리고 있

다. 가정폭력을 포함해 한인 가정의 

아픔을 보듬고 나눠온 한인가정상

담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백팩 

드라이브(Backpack Drive)를 진행

한다.

이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탁가정 어린이들에게 

개학을 앞두고 새 책가방과 새 학용

품을 선물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은 

여러가지다. 50달러를 한인가정상

담소로 후원하면 상담소에서 25달

러 책가방과 25달러 어치 학용품을 

구매해서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

도 있고, 후원자가 직접 가방과 학

용품을 구매해서 상담소 측에 기부

할 수도 있다. 학용품 목록은 펜, 연

필, 지우개, 연필깎이, 링 바인더, 자, 

가위 등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지정

한 것들로 구성된다.

에스떼 송 디렉터는 “새 학기가 

되었지만 너무 낡은 가방에 학용품

도 준비하지 못하고 학교로 가는 학

생들은 친구들로부터 무시 당하거

나 심지어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고 우려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에 

돌봄과 사랑을 요청드린다”고 밝

혔다.

올해의 목표는 300세트다. 현재 

코비나 시에 위치한 LA카운티 아

동보호국에 속한 위탁 한인 어린

이는 약 6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

번 백팩 드라이브의 후원물품들은 

한인 어린이를 포함해 아시안 어린

이들에게까지 전달된다. 지난해 처

음 한인가정상담소는 이 어린이들

을 위해 100세트를 목표로 백팩 드

라이브를 추진했으나 무려 336세트

의 책가방과 학용품이 모인 바 있

다. 올해는 아예 300세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니 정 조 소장은 “한인들이 따

뜻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커뮤니티

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자랑

스럽다”면서 “지난해에는 ‘100세트 

목표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

는데 한인들의 따뜻한 정으로 300

세트 이상을 모을 수 있었다. 그래

서 올해는 목표를 높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송 디렉터는 “모금 형식

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와 함께 직접 책

가방과 학용품을 구매해 기부하시

면 그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제안

했다.

이 백팩 드라이브에 참여하고 싶

다면 7월 31일까지 3727 W. 6th St. 

#320 Los Angeles, CA90020로 수

표를 작성해서 한 세트 후원에 50

달러를 보내면 된다. Pay to the 

Order에는 KFAM이라 쓰고 메모에

는 Backpack Drive라 쓰면 된다. 웹

사이트 www.kfamla.org에서 크레

딧카드를 이용해 페이팔로 결제할 

수도 있다.

문의) 213-235-4849 

         rkim@kfamla.org

김준형 기자 

한인 위탁가정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새 학기”선물

에스떼 송 디렉터와 카니 정 조 소장이 6월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백

팩 드라이브에 관해 설명하며 한인들의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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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6월 26일 5대 4의 

판결로 미 전역에 동성결혼을 합법

화했다. 지금까지는 워싱턴DC와 

36개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상

태였으나 이 판결로 인해 동성 커

플들은 미국 내 어디서든지 결혼식

을 올리고 결혼관계를 정부에 등록,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

다. 이 판결 전 아칸소·미시시피·사

우스다코타·네브라스카·텍사스 등 

5개 주는 항소법원에 이 문제를 올

린 상태였고, 앨라배마·조지아·켄

터키·루이지애나·미시간·미주리·

노스다코타·오하이오·테네시 등 9

개 주는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

케네디 대법관 “헌법은 동성결혼 

권리를 허락한다”

찬성 판결문은 앤소니 케네디 대

법관이 작성했다. 연방대법원 내에

서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그는, 진

보적인 대법관 4명과 함께 동성결

혼 찬성에 섰다. 

그는 “결혼은 사랑과 충실·헌신·

희생과 가족에 있어 가장 높은 이상

을 내포하고 있기에, 그보다 중대한 

결합은 없다”며 “이번 소송의 탄원

인은 결혼은 죽음 후까지도 계속되

는 사랑을 내포하고 있음을 입증했

다”고 밝혔다. 또 그는 동성애자들

에 대해 “그들의 소망은 비난받지 

않으며, 시민사회의 가장 오래된 제

도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다. 그들

은 법 앞에 동일한 존엄을 요청했

다. 헌법은 그들에게 그 권리를 허

락한다”고 했다.

로버츠 대법관 “수정헌법에 명시된 

권리 크게 침해”

그러나 반대 의견을 밝힌 존 로버

츠 대법관은 “이 결정은 헌법과 아

무런 상관이 없다”고 혹평했다. 그

는 “당신이 혹시 동성결혼을 확장

하는 데에 찬성한다면, 원했던 목표

를 달성한 것을 기뻐하고 (동성) 파

트너에 대한 헌신에 있어 새로운 표

현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기뻐하고 

새로운 혜택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

라. 그러나 헌법을 기뻐하진 말라”

고 강하게 표현했다.

그는 특히 종교자유 문제를 크게 

우려했다. 로버츠 대법관은 “오늘

의 결정은 종교자유에 있어서 심각

한 질문을 야기한다. 다수의 훌륭하

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신앙적 교리

를 이유로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동성결혼의 권리와 

달리 종교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것이라고 구분하며, 이 판결

이 종교적 실천을 언급하지 않은 점

을 크게 우려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이번 판결문에

서 “종교인들은 거룩한 교훈에 의

거해 신실한 확신을 갖고 ‘동성결혼

은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고 옹호할 

수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기

관이나 종교인이 삶과 신앙, 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가족 구조를 계속

하고자 하는 열망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원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적

절한 보호를 해 준다”고 언급하긴 

했다.

그러나 여기서 케네디 대법관은 

옹호(advocate)와 가르침(teach)이

란 단어를 사용했지 실천(practice, 

exercise)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즉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허용

이 되지만, 그런 가르침을 실제 삶

에서 실천하는 것에 관해서는 언급

된 것이 없기에 큰 혼란이 발생한다

는 것이다.

로버츠 대법관은 “불길하게도 이 

판결은 ‘신앙적 실천’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신앙인들이 종교

(의 가르침)를 실천하고자 할 때 어

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신앙인들

은 오늘 판결에서 어떤 위로도 얻

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종교

적 대학에서 이성 커플에게만 제공

하던 가족 기숙사를 동성 커플에게 

제공해야 하는 문제, 종교적 기반의 

입양기관이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허가해야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어 “법무차관은 동성결

혼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은 면

세 혜택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솔직히 시인했다”고 말했다.

클러랜스 토마스 대법관도 “오늘 

판결은 우리나라가 보호해 온 종교

자유를 위협한다”고 개탄했고, 앤

토닌 스캘리아 대법관도 “매우 경

악스러운 것은, 오늘의 법적 반란

에 반영된 자만심”이라고 했다. 이

번 판결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 4명의 대법관이 모두 반대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흔하지 않은 

격한 양상을 띠었다.   김준형 기자 

동성결혼 반대, ‘말’로는 가능하지만 ‘행동’은 언급 없어 혼란

동성결혼 합법화… 종교자유 운명은?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한 후,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

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동성결혼을 거부하

라”고 밝혔다. 켄 팩스턴 법무장관

은 지난 6월 28일 주일 댄 패트릭 

부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카운티 

사무관들과 직원들, 판사들과 치안

판사들은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

하는 일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종교자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

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만들기 위해 또 헌법의 

내용과 정신을 무시했다. 참으로 법

의 지배를 존중하는 이들에게, 이런 

법을 무시한 판결은 근본적인 딜레

마를 가져다 준다”고 언급한 후 “판

사와 치안판사들은 종교자유를 유

지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들의 종

교적 신념에 반하여 동성결혼식을 

주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했

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종교적 반

대 입장을 지키고자 하거나 동성결

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서기관

들은 고소나 벌금에 직면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종교적 신념

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변호사들

이 무료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나

도 법무장관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의 텍사스 지부 관계자는 “종교자유

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는 

불가침의 권리이지만 정부 관리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결혼 관련 법

을 거부하는 데에 사용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한편, 텍사스 주에서는 연방대법

원의 판결이 나기 전, 지난 11일 목

회자 보호법(Pastor Protection Bill)

인 SB2065가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

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 바 있다. 

이 법은 목회자나 교회, 종교기관들

이 신앙 양심을 어기며 동성결혼을 

주례하거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강제하지 못한다는 법이다.

연방 차원에서도 대책이 준비 중

이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 공

화)과 라울 래브라도 하원의원(아

이다호, 공화)은 공동으로 수정헌법 

제1조 보호법(First Amendment 

Defense Act, S.1598, H.R.2802)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전통결혼

을 지키려는 개인이나 교회, 단체가 

동성결혼 문제로 인해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

록 하는 법이다. 이 법안에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르코 루비오(플

로리다), 린제이 그래함(사우스캐

롤라이나) 상원의원 등 다수의 공화

당 의원들이 찬성을 표한 상태다.

김준형 기자

기독교인과 교회 보호에 정치권 부심



시편1:1-6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
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
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
로 묵상하는 자로다 3 저는 시냇가에 심
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
가 다 형통하리로다 4 악인은 그렇지 않
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
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1.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시편 1편은 총 150편의 시편의 서론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

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라고 시작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

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

렇기에 자기 육체의 본능과 욕구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해치

며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그 악한 생각

에서 완전히 벗어났기에 그의 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 단절된 상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

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를 죄인이라

고 합니다. 

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와 행

동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이 행동을 같이 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목

적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사는 목적과 방법이 죄인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

니하고”라고 합니다. 만일 오만한 자의 자

리에 함께 앉아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들

에게 속하여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

고 그 자체가 그의 소속이 오만한 자에게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복 있는 자는 

결코 오만한 자의 소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을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 

성령으로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났

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

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

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물론 나약한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세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

령을 보내주셔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구원 얻은 사람 중

에도 마귀가 차원 높은 감언이설로 유혹할 

때에 동의하거나, 세상조건에 현실적인 자

기 입장에 꼭 필요한 것을 미끼로 제시하

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

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에 전

도의 문을 막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앞

잡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2.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이유

2-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

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

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됩니다. 여

기에서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서 옮겨 심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

께서 그 인생이 어디에서 어떤 형편 가운

데 살런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리고 언제든지 영적인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 사막과 같은 형편을 오아시스로 바꾸

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가난과 질병에서 밤낮 죽을 지경에 

있다면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연단 받는 과정이 있

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

음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

어 살라는 목적으로 우리 삶에 질병, 환난, 

가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

생의 평생이 현실적 질병과 가난과 실패로 

얼룩져 있다면 이는 자신의 죄로 인한 것

일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

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살며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 직분을 받는다 하

더라도 영적으로 회개한 경험도 성령도 받

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연

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시

냇가로 옮겨 심기우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의 기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진 기

대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대

접도 달라지십니다. 

나는 이 시대에 바른 진리의 복음을 가

지고 많은 나라로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교역자들에게 진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과 대접

이 달라져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서 고쳐 가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과실도 맺고 잎사귀도 푸

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메

마른 땅이 많습니다. 그런 땅에서 시냇가

는 참 귀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심

기었다는 것은 나무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나무는 계절을 따라 잎사귀

도 무성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엄청난 결

실을 이루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

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로 알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하

는 사업이든 장사든 직장이든 상관없이 그

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영혼 구

원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가 하

는 모든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기 때문입니

다. 즉, 하나님의 일을 그가 이 땅에서 대신 

행하기에 그의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악인의 결국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선포합니

다. 앞서 말했듯이 악인은 하나님을 몰라

보고 무시하며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바람에 나

는 겨와 같습니다. 겨라는 말을 원어로 분

석하면 쭉정이라는 말입니다. 쭉정이는 알

맹이가 없는 곡식을 의미합니다. 알맹이는 

빠져 나가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입니

다. 쭉정이는 알곡에 비해 무게도 가치도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같은 가치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즉, 악인은 그의 생각, 말, 행

동이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기

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

으며 비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

무 가치가 없는 것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

니까? 바로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됩

니다.

또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

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우편과 좌

편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듯이 알곡과 쭉정

이도 섞이는 것 없이 완전히 분리시키십니

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쭉

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쭉정이로 

살아가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 장소인 

천국을 영원히 얻을 수 없습니다. 이를 두

려운 마음으로 잘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제일주의로 살 

때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달

라집니다. 그 기대대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이제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

님의 일이 되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섬기다가 성

령에 이끌리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

다. 반대로 악인은 무가치한 일들을 위하

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분주하게 다닙

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남을 속이고 해

치며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을 자초하는 것

이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은 이렇게 확

연히 다릅니다. 우리 모두 이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의 삶을 선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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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목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전 6시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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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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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 TV 

워싱턴DC.

CTS TV 

기독일보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CBS TV

CTS TV

경북 기독 신문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3면 설교

미 국  신 문  설 교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금요일  오후

2시30분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해  외  선  교  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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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를 구백당, 하와이를 950

당, 알라스카를 990당이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당과 가장 비슷한 곳

이라는 뜻이란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과 비슷한 곳

에 사는 우리들은 감사보다는 불평, 

고마움보다는 원망이 먼저 나온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열등감 때문이다. 

원망이란 원 없이 망하고 싶다는 

준말이다. 그런데 내가 처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

서 감사하면 신기하게도 그 감사는 

점점 더 커진다. 감사하면 행복도 기

쁨도 더 커진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날마다 우리

들을 너무 안타깝게 한다. 미국 대법

원의 동성애 합법화 판결이 그렇고, 

메르스로 고통 속에 있는 고국의 현

실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늘의 뜻을 구하며 주어진 시간 속에

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

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보인다. 

내가 감사하면 옆에 있는 가족들

이 감사하고, 성도들이 감사하면 교

회가 천국을 경험한다. 그런데 현대

인들은 감사 불감증에 걸려있는 듯

하다. 감사를 못 느끼고 사는 것이

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누

리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많을 

것이다. 

우리가 아프면 밥맛을 잃어버린

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돌같이 씹

기 어렵다. 마음이 병들면 감사가 사

라진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

만 나온다.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사

라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말씀과 기

도의 생활이 중단되면 감사가 멀어

진다.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을 살기가 

고통스러워지는 것 중 하나가  감사

할 줄 모르는데 있다고 예고한다. 그

러나 성경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라고 한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

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

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

라”(골 2:7)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

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만일 자기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하라고 한다면 감사를 

덧붙이고 싶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다.  

칼 힐티의 행복론에 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감사하라. 그러

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

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

이 있다.” 

감사 불감증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적용하는 생활을 하

는 것이다. 큰 것만 보면 감사하기 

어렵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행복

하다. 평범한 일에 감사하자. 가까이 

있는 것부터 감사하자. 가정에서부

터 감사를 실천하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

으라”(골4:2) 

말 못하는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마

시고 하늘을 쳐다보며 감사한다.  하

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

나 벅찬 감사를 드려야 할까? 감사

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자.

자본주의(capitalism)의 기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기 있으나, 그 중

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 중의 하나는 

자본주의가 개신교 윤리에, 더 정

확히 말하면 청교도 신앙(puritan-

ism)에 기원을 둔다는 것이다. 이러

한 주장의 고전은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이다. 그는 자

신의 책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

본주의 정신>에서 청교도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을 이루고 있다고 주

장함으로 한 세기에 이르는 논쟁의 

불씨를 제공하였다.  

자본주의의 정신을 이루는 루터

와 캘빈의 강력한 공헌은 직업에 대

한 새로운 의미의 부여이다. 중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소위 사제의 직

업을 “성직”이라고 하였고, 이는 다

른 직업의 우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루터의 “만인제사장직”에 

따르면, 모든 건전한 직업이 다 하

나님의 부르심이요, 거룩한 것이었

다. 그러므로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

심, 즉 소명(calling)이었다. 이 소명

에 응답하는 삶은 사제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을 수 없었다.   

이 소명론을 더욱 발전시킨 사람

들은 캘빈과 그를 따르는 후대의 캘

빈주의자들(Calvinists)이다. 제네

바에 근거를 두고 목회를 한 캘빈

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수도원에

서 은거하며 종종 주발을 들고 구걸

을 하는 “탁발수도사”의 삶이 아니

라, 이 세상 속에서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

하는 모든 노동자의 삶이라고 규정

하였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믿음

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자신의 구

원을 입증시키는 삶의 열매는 세상

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 속

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직업을 통해 

감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직업을 

통한 사회적인 봉사는 선택이 아니

라 의무였다.  

이러한 면에서 가장 선두에 선 개

신교의 분파가 캘빈의 정신을 이어

받는 캘빈주의자들과 특히 영국에

서 발전된 청교도들이었다. 캘빈주

의나 청교도의 전통 속에서 재산의 

축적은 결코 세속적이지도 악한 것

도 아니었다. 자신이 사용할 것 이

상을 생산하여 팔고 자본을 축적하

며, 축적된 자본을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도 이론적

으로 용납되었다.  

이 시대의 자본주의를 우리는 서

슴없이 탐욕적 자본주의 혹은 천민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미국이나 유

럽이 신앙을 잃어버렸으니, 거룩한 

소명으로서의 직업의식, 금욕적이

고 건설적인 자본주의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 국제적 영역

에서도 탐욕적인 신자유주의적 거

대자본과 다국적 기업은 봉사와 공

헌으로서의 자본주의를 버린 지 오

래이다. 우리가 사는 어디든지 빈부

의 격차는 커져 가고, 젊은이는 직

업을 가지기 힘들며, 중산층은 점차 

엷어지는 상황이다. 붕괴된 사회주

의는 천민자본주의의 독주에 대한 

견제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 시대처럼, 사

회ㆍ경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까? 부동산과 금융업에 기반을 둔 

미국적 자본주의의 한계를 볼 때, 

우리가 해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

을 정도로 너무 멀리 헤엄쳐 나온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

리고 맘몬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2013년 5월 26일 아버님이 개척

하신 교회의 설교자로 초청받아 기

쁜 마음으로 잘 건축된 전주성결교

회에 도착하였을 때, 그 교회의 장

로님으로부터 “잃었던 풍금을 찾

아왔으니 보라”는 말씀을 듣고 막

상 말로만 수십 년 들어오던 풍금

을 보니, 천국에 가신 아버님을 뵙

는 것과도 같아 눈에서 눈물이 왈

칵 쏟아졌다.

이 풍금은 우리 형제들에게는 특

별히 의미있는 물건이다. 이 풍금은 

아버님이 8. 15 해방과 함께 전주에 

성결교회를 처음 개척하실 때, 은행 

지점장 부인 김석순 집사가 헌납한 

당시 최고급 풍금이었다. 이 풍금은 

개척교회의 제1호 재산이며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물이었다.

그런데 6. 25로 인하여 공산당이 

전주를 점령했을 때 아버님은 갑자

기 교회의 재산 제 1호인 풍금이 생

각났다. 만일 교회당에 그대로 놓아

두면 공산당이 가져갈 것 같은 예

감이 들었다. 그래서 아버님은 경영

하는 식당의 일꾼들과 함께 밤중에 

예배당에 오시어 여러 방의 다다미

들과 풍금을 한 방에 모아놓고, 다

음 날에는 홀로 그 풍금을 벽에 붙

여놓고 모든 다다미를 가득 쌓아서 

그 누구도 그 속에 풍금이 있는 것

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 구석진 

방 속에 풍금이 있는 것은 아버님

만 아시는 비밀이었다. 심지어는 

어머님과 할아버지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어느 날 젊

은 인민군이 찾아왔다. 그리고 “풍

금을 내 놓으라”고 무조건 명령을 

하였다.

그 때 아버님은 담대하게 “그 풍

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므로 줄 수 없다”고 했다. 마침내 그 

인민군은 총구를 아버님의 목에 들

이대며 말을 안 들으면 당장 쏴 죽

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그 인민

군은 아버님 뒤에 초조하게 서 있는 

가족들에게도 풍금이 있는 곳을 대

라고 다그쳤다. 그러나 가족들은 풍

금이 있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떨고만 있었고, 당시 할아버

지는 벌벌 떨면서 아버님께 “알려

줘라”, “줘라”고 하셨고, 우리 어머

님은 그 때 얼마나 떨었던지 그 때

부터 심장병이 생겨 평생을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때로는 바람에 문 

닫히는 소리가 조금만 커도 몇 시간

씩 가슴이 떨리는 고통을 받으시다 

천국에 가셨다. 

그러나 아버님은 오히려 “너희들

이 정히 가져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

져가라. 지금 네 손에 총을 들고 있

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네가 

총을 쏘아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의연하게 말했다. 그 때 오히려 인

민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총

부리를 겨눴던 팔을 내리고 돌아갔

다. 사실 아버님은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오랜 세월이 지난 사건

이지만 그 풍금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너무 아름답기만 했

다. 지금도 그 풍금은 우리에게 무

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

껴지며, 내 영혼을 뜨겁게 만든다. 

지금 그 풍금은 나에게 조용히 묻

는다. 지금 너는 그 순교의 신앙이 

있는가?

감사 불감증

금욕적 자본주의와 탐욕적 자본주의

6.25 사변과 풍금

류  종  길   목사

미성대 총장

정  우  성   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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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가 6월 28

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이들

은 이곳에서 약 2시간 가량 행사를 

연 뒤, 청계광장과 삼일교에 이르는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주변에는 반대 집회도 

거세게 일어났다. 대거 투입된 경찰

은 서울광장 출입을 통제하며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했다. 반대 집회는 

동시다발적이었다. 그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린 것은 대한문 앞 광장

에서의 ‘동성애 조장 중단 촉구 교

단 연합 예배 및 국민대회’였다. 참

석자들이 이곳 광장을 시작으로 광

화문 방향 지하철 시청역 출입구 일

대에까지 운집했다. 폭염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집회는 1부 식전행사, 2부 예

배, 3부 국민대회 등으로 진행됐

다. 예배는 서안식 목사(기하성 서

대문 총회장)의 기도, 김희신 목사

(공동대회장)의 성경봉독, 최낙중 

목사(예장 백석 증경총회장)의 설

교, 주제기도, 김동권 목사(예장 합

동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드렸다. 

또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

회 대표회장)가 인사말을 전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이영훈 목사는 “동성애를 조장하

는 그 어떤 것에도 반대한다. 한국

교회가 하나되어 이를 저지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을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속히 본

래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 우리들의 기도가 하

늘에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

다”고 전했다.

이어 설교한 최낙중 목사는 “교회

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면 나라

가 침몰한다. 역사적 사명감으로 이 

땅에 동성애 확산을 막고 조국을 구

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3부는 대국민 메시지와 공연, 

구호제창, 주제 및 합심기도, 강연 등

으로 진행됐다. 양병희 목사(한국교

회연합 대표회장)는 대국민 메시지

를 통해 “오늘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넘어 순교의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

다”며 “누군가의 인권을 억압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더불어 살

아가기 위해 도와 주려는 것이다. 종

교인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을 더 이

상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외쳤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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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조장 저지’보루에 선 기독교인들

총회와의 관계 및 소송 결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

길자연 목사가 25일 총신대학교 

총장직을 사임하고 재단이사회(이

사장 김영우 목사)가 이를 즉각 수

리한 데는, 총회(예장 합동)와 총신

대 사이의 관계, 길 목사 개인의 소

송 패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길 목사는 지난 2013년 12월 총

신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총장 

선거에서 길 목사는 3차 투표 끝에 

90표를 얻어, 상대였던 16표에 그친 

박수준 교수를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단법에서

의 ‘70세 정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일각에서 “만 70세가 정년이

고, 이를 넘기면 총회 내 모든 공직

을 맡을 수 없다”는 점을 제기했는

데, 당시 길 목사의 나이가 이미 만 

70세를 넘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9월 열린 

예장 합동 제99회 총회가 “(총신대)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

의 70세 정년제를 적용받는다”고 

결의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뿐

만 아니라 총회가 총신대 재단이사

들의 자격도 일부 제한하면서, 총회

와 총신대 사이의 관계까지 더욱 악

화됐다. 때문에 길 목사는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를 앞두고 스스로 결

단을 내려, 총회와 총신대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시키려 한 것

으로 보인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회장 

황호찬 교수, 이하 한재협)는 6월 27

일 창립총회 후 ‘기독 단체의 재정 

투명성 향상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했다.

미 국 복 음 주 의 재 정 책 임 협 회

(ECFA)와 큐리오스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 세션1

에서 ECFA 국제 자문인 게리 호그

(Gary G. Hoag) 박사(큐리오스 미국 

부대표)가 ‘신실한 재정 관리에 대

한 성경적 관점,’ 애리조나주립대 부

학장 글렌 넬슨(Glen R. Nelson) 박

사(큐리오스 미국 운영이사)가 ‘기

독 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각각 발

표했다.

게리 호그 박사는 “신약 사도들의 

예에서 신실한 재정 운영에 대한 7

가지 통찰을 발견할 수 있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역을 

위한 신실함의 기초가 된다”며 “이

는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헌금과 관

련된 바울 서신의 중요 주제로, 유

대인-헬라인들을 하나되게 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며, 세

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글렌 넬슨 박사는 “사역 리더들의 

보수는 성경적 진리와 일관성이 있

어야 하고, 기독교의 증언을 축소시

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수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해야 

하고, 그 이사나 운영위원들은 보수 

책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가족 관

계이거나 부하 직원이어서는 안 되

며,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사람이어

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사역에 있어 재정 책임성은 

모든 수입과 자산을 하나님의 자원

으로 간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

혹의 기회를 줄이는 절차를 수립하

는 것”이라고 했다.       이대웅 기자 

길자연 목사(오른쪽)가 지난 2013년 12월 30일 총신대 총장 취임 당시 김영우 재

단이사장(왼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길자연 목사는 왜 총신대 총장직을 사임했나”

대한문 앞 광장과 시청역 일대 운집, 퀴어 퍼레이드 규탄

동성애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역리더의 보수, 성경적 진리 따라야

사역자의 재정 투명성 위한‘국제 심포지엄’개최

제6회 샬롬나비 워크숍 개최

한국교회, 2030년경 초대형 교회 부도 예상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

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이 주최

한 제6회 샬롬나비 워크숍이 ‘회고

와 전망 - 지나온 길과 가야할 길’이

라는 주제로 6월 25일 오전 서울 서

초구 잠원동 신반포중앙교회(담임 

김성봉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특강에서 김성봉 목사는 ‘10

년 후 한국의 교회와 종교’라는 특강

에서, 한국교회의 현 모습은 명백한 

위기라고 진단한 후 ‘뼈를 깍는 듯한 

자성’을 한국교회에 요청했다.

김 목사는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

사의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인용하며,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간

다면 2028년경 한국교회는 본격적

으로 침몰하며 2030년경에는 초대

형 교회 부도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

했다.

또, 앞으로 10년이 한국교회에 있

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며, 예상되

는 거대한 파도를 제대로 넘지 못하

면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몰락할 수 있다는 냉혹한 경

고를 소개했다.

아울러 김 목사는 “다수의 종교학

자가 21세기는 20세기의 과학주의

와 합리주의를 뛰어넘는 종교적 체

험과 초월적 영성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특히 한국

사회는 갈수록 물질만능주의화, 기

계화, 개인주의화 되기 때문에 영혼

의 공허함과 소외감이 늘어갈 것이

고 많은 사람이 종교적 안식처를 찾

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세기의 감성적 분위

기에 맞춰 신비주의적 신흥종교가 

연이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존의 

‘고등종교’들도 교리적인 면보다는 

감성적·신비적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간의 경계는 

허물어지면서 영성을 모토로 내세

우는 영성종교로 나아가게 될 것이

다.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해 영성 추

구의 신비주의적 종교가 대세를 이

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기독교 내에 신비주의

적 분위기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

를 전했다.

그는 “이미 개신교 내부에서도 ‘관

상기도’란 이름 아래 이 대열에 합류

해 있는 형편”이라며 “21세기의 감

성적 분위기를 고려하는 것은 필요

한 일이지만, 아예 감성적 분위기에 

맞춰 기독교를 재편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이며, 

기독교가 지성적인 면을 포기해 버

리면 결국 종교개혁 이전으로 되돌

아가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기독교 

안팎에서 이미 보이는 문제점의 상

당한 부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교

리 교육을 등한히 한 결과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감성적·신비주의

적 분위기에 대비한 교육이 절실하

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목사는 우리 사회 내에

서도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며 “향후 10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한편으로 수용하더라도 다른 한편

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이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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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밀알선교단, 아가페 캠프 개최

시애틀 밀알선교단(단장 장영준 목사)

이 장애청소년을 위해 마련하는 아가페 

캠프가 장애인과 봉사자 80여 명이 참가

한 가운데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

일간 크리스타 캠프에서 열렸다.

아가페 캠프는 일반 캠프나 수련회 참

석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이 다채로운 프

로그램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

험하는 시간이다. 

캠프는 찬양과 율동, 말씀, 물놀이, 보

트타기, 활쏘기, 구원 초청, 캠프 파이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둘째 날 진행된 

캠프 파이어에서는 밀알을 섬기면서 느

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눈물 가

득한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모든 장

애인과 봉사자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

는 시간을 가졌다.

장영준 목사는 “캠프를 위해 많은 교

회들이 후원과 기도로 섬겨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며 “내년에는 더 좋은 

캠프로 진행하도록 힘쓸 것이다”고 밝

혔다.

그는 또 “봉사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에 밀알과 사랑의 캠프를 진행할 수 

있다”며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과 함께 장애인 사역을 더욱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애틀 밀알선교단은 오는 7월 

11일(토), 훼더럴웨이 중앙장로교회에

서 밀알 가족 모두가 모이는 가족 운동

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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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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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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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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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말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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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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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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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프라미스교회

(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강사 소강석 목

사(새에덴교회)를 초청한 가운데, 기대 

이상의 성도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

된 할렐루야 2015 대뉴욕복음화대회가 

28일 마지막 집회를 통해 선언문을 채택

하고 폐회됐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라’(삼하6장)

는 주제로 진행됐던 이번 할렐루야대회

에서 강사 소강석 목사는 연일 반기독교

세력의 도전에 대응하는 교회들의 연합

의 중요성과 또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듯 

교회가 역사의식과 통찰력을 갖고 이 사

회를 선도해 나가야 됨을 강조했다. 

특히 소강석 목사의 이러한 메시지는 

지난 6월 26일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 결정 이후 나온 것이기에 더욱 그 

호소가 절실했다. 

소강석 목사는 “역사 의식을 잃은 교

회는 반교회 세력에게 철저히 짓밟혔던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면서 “동성애의 

도전이 거센 가운데서 뉴욕의 교회들이 

얼마나 강단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미국

의 영적인 각성을 촉구했는지 돌아보자”

고 강조했다.

기존의 할렐루야대회의 메시지가 개

인의 신앙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면 올해 할렐루야대회의 메시지는 기독

교의 공교회적 역할과 성도들의 사명에 

집중돼 있었고 참석자들은 또한 자신의 

신앙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더욱 진

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뉴욕교협이 채택한 ‘할렐루야 2015 대

뉴욕복음화대회 선언문’ 또한 사회를 향

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선언

문은 “우리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에 다시 청교도 정신을 일깨워 오직 

기독교 복음만이 인류의 소망임을 깨우

치는데 앞장설 것”이라 선언하면서 “또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이단 사이비, 신

비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세속화, 동

성결혼 등의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정

착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이 땅에서 영

구히 추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선언문은 교회들의 연합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

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

여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하나되도록 전심전력 경주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으며 북한인권문제 등 사회

를 향한 역할에 대해서는 “복음적인 화

해로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문제도 넘어

서길 원하며 평화적인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인권문제들이 복음의 힘으로 해결

되도록 기도하며 앞장 설 것”이라고 강

조했다.

할렐루야대회는 최근 몇 년간 전반적

으로 참석인원이 줄어드는 데다 강사들

이 전한 메시지 또한 인터넷을 통해 평

소 접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거나 개인 

일화 위주의 가벼운 설교들이 연속돼 성

도들에게 특별한 자극을 주기 부족했다

는 점에서 뉴욕교계의 전통적 대회로서

의 위치가 흔들리는 위기까지 왔었다.

그러나 이번 할렐루야 대회에서 보여

준 성도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강사 목회

자의 설교 열정은 할렐루야 대회에 대

한 희망을 다시금 밝혔다는 평가다. 올

해 대회는 대체로 많은 참석자들로 인

해 만석을 이룬 가운데 진행됐다. 폭우

가 쏟아졌던 이튿날 집회에 간혹 빈자리

가 보였지만 마지막날 집회에서는 다시 

인원이 채워졌다.

이번 2015년 할렐루야대회는 침체 기

로에 있는 대회에 다시 ‘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을 불어 넣어준 기점을 만들었다. 

최근 몇 년간 성도들의 대회 자체에 대

한 기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강

석 목사의 준비된 설교는 성도들에게 충

분히 자극이 됐다. 향후 교협 집행부 및 

준비위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및 헌

신에 이어 강사 목회자의 철저한 설교 

준비가 한 차례 더 뒷받침될 때 할렐루

야대회는 과거 이민 초기의 명성을 완전

히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5년 뉴욕 ‘할렐루야대회’ 폐회
준비된 메시지와  많은 성도들의 참여, 뉴욕교계의 희망 보여줘

할렐루야 2015 대뉴욕복음화대회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프라미스교회에서 진행

됐다. 이번 대회는 강사의 메시지와 인원 동원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체험의 은혜 나눠

2015 시애틀 밀알선교단 아가페 캠프를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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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가나안교회(담임 

최성남 목사)가 6월 28일 감격의 입당 

및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가나안교회

는 지난 2013년 4월 첫 예배를 드린 후 

약 2년 만에 뉴저지 해캔색 지역에 새 성

전을 마련했다.

이날 예배에는 고수철 감독(전 기감 

감독회장), 박효성 감리사(뉴욕서지방 

감리사), 김태수 목사(뉴저지 청암교회), 

김택용 목사(흰돌제일교회), 안성국 목

사(뉴욕능력교회), 이미일 목사(평화교

회), 이성근 목사(뉴욕성문교회), 임성

균 목사(새하늘교회), 장동일 목사(모자

이크교회), 조달진 목사(흰돌교회), 지인

식 목사(뉴욕제일교회), 최호경 목사(임

마누엘선교교회) 등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감독 및 목회자들이 참석해 축하

했다. 

이날 예배는 2014년과 2015년 신령직 

취임이 같이 진행됐다. 가나안교회는 그

동안 새성전 구입 등의 일정으로 임직식

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입당예배와 함

께 임직예배를 드린 것으로 이날 총 117

명의 새 일꾼이 세워졌다. 2014년 신령

직은 총 61명, 2015년 신령직은 총 56

명이다.

예배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

회자들과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

해 축하했으며, 또 입당 및 임직을 축하

하는 가나안교회 성도 500여 명이 예배

당과 복도까지 가득 채우며 기쁨을 함

께 나눴다.

이날 예배는 최성남 목사의 집례로 임

성균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적 선

언, 이미일 목사 대표기도, 최호경 목사 

성경봉독, 할렐루야성가대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찬양, 박효성 감리사 

설교, 성혜연 소프라노 ‘Amor Dei’ 찬양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입당식은 문흥서 장로의 입당

보고에 이어 한혜은 집사 입당감사, 고

수철 감독 입당격려사, 지인식 목사 입

당축사, 기악 앙상블 ‘주 예수보다 더 귀

한 것은 없네’ 연주로 진행됐다.

이날 박효성 목사는 ‘기드온의 군대되

라’(사사기7:15-23)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준과 믿음을 가

진 소수의 기드온의 군사가 많은 수의 

군대를 격파하듯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

서도 기드온의 군대와 같은 자세가 필요

하다”면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일

꾼을 세워가는 가나안교회 성도들은 하

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늘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흥서 장로는 입당보고에서 그동안 

새 성전 봉헌을 위해 힘썼던 성도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했으며 한예은 집사는 

입당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

했다. 고수철 감독과 지인식 목사는 입

당 격려사와 입당 축사를 통해 가나안

교회가 뉴저지 해캔색 지역을 부흥시키

는 건실한 교회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

을 기대했다. 

조달진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아무

리 세상의 화려한 직책이 있어도 하나님

이 주시는 이 직분이 더욱 귀하다는 것

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면서 “귀한 직분

이기에 더욱 순종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신앙하시기를 기도한

다”고 말했다.

가나안교회 새성전 규모는 총 30,000

스퀘어 피트로 예배당과 식당, 체육관, 

각종 교육공간 등을 구비하고 있다. 주

소는 80 Commerce Way Hackensack, 

NJ 07601이며 전화번호는 201-343-

4280이다. 

가나안교회가 새성전 입당 및 임직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다.

가나안교회, 감격의 입당 및 임직예배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7차 북미주연합컨퍼런스가 캐나다 온타리오 잭슨스 포인트 

컨퍼런스 센터에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됐다.

최성남 목사“함께 힘모아 준 성도들께 감사”

미주여성목회자협 북미주컨퍼런스

L A 동 부 , 팜 스 프 링 스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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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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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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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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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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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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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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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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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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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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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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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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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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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로 돌아가는 새로운 목회적 결단 필요해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전

희수 목사)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

7차 북미주연합컨퍼런스를 캐나다 온타

리오 Jackson’s point Conference Cen-

ter에서 하리라 목사(독일동부은혜교

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여성 목회자들

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새로운 목회적 결

단을 내렸다 .

캐나다 여목협(회장 하은숙 목사) 주

관으로 진행된 첫째 날 개회예배는 김부

의 목사의 사회로 문경옥 목사 기도, 하

은숙 목사 설교, 김드보라 목사 축도 등

의 순서로 진행됐다. 

둘째 날은 강사 하리라 목사가 ‘십자

가의 은혜’(고후 12장 7-10), ‘십자가의 

죽음’(요12장24절), ‘십자기의 치유’(고

전5장21절), ‘십자가의 승리’(고전11장

1절)라는 제목으로 1일 말씀 성회를 인

도했다.

이날 강의에서 하리라 목사는 “십자가

의 은혜는 약함을 자랑할 때 약함 가운

데 받을 수 있으며, 십자가의 죽음은 내 

옷을 벗어야 한다”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

임을 깨닫고 나를 깨뜨리는 기회로 삼고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박으며 우리를 낮

추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전희수 목사는 “강사 하리라 목사 말

씀은 우리 여성 목회자에게 용서, 죽음, 

치유, 승리의 메시지가 됐다”면서 “다시

금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컨퍼런스 폐회예배는 미주여목협(회

장 전희수 목사) 주관으로 김정숙 목사 

사회, 조상숙 목사 기도, 샬렘찬양단 특

송, 전희수 목사 설교, 안경순 목사 헌금

송, 박은희 목사 헌금기도, 장경혜 목사 

성찬예식 인도, 심상대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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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존경한

다는 텍사스 주 댈러스의 대형교회 ‘포

터스하우스’(The Potter’s House)의 설

립자이자 담임인 T. D. 제이크스(T. D. 

Jakes) 목사는, 6월 28일 주일예배에서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제이크스 목사는 “연방대법원은 성경

에 대해 토론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미

국인들에게 맞는 법률과 헌법적 권리에 

기초해 법률적인 결정을 하는 세속적 기

관이다. 그들(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한 

대법관들)은 동성애 정책에 반대하는 로

마서·고린도전서를 보지 않았거나 거기

에 비중을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

할 수 있다”면서 “미국에는 많은 기독교

인들이 있지만, 미국은 신정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통치된다”고 했

다. 제이크스 목사는 “그러나 우리의 종

교 자유는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거나 세상

이 가는 대로 가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

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어야 한다”며 “쇼

핑몰에서, 슈퍼마켓에서, 미용실에서 나

누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크

리스천이 돼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그

는 “진정한 크리스천은 영혼을 예수 그

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라면서 “당신

의 집에서부터 이를 시작하라”고 했다. 

제이크스 목사는 특히 “모든 것이 하나

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면서, 심판

은 하나님께 맡기고 크리스천들은 복음

을 전하고 영혼

을 구원하는 사

명에 충실하자고 

했다. 

제이크스 목사

는 “연방대법원

은 헌법에 기초

해 판결을 내리

고, 특정 이슈에 

대해 헌법적으로 

토론한다”면서 “하지만 여러분에게 엄

중하게 경고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러

분을 헌법이 아닌 당신의 말씀(성경)으

로 심판하신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열

심히 헌법을 들여다 보는 동안, 여러분

은 열심히 성경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

는 또 손으로 성경을 들어 올리면서 “하

나님의 말씀은 오래됐지만, 이 복된 말

씀은 여전히 좋고 옳다”고 했다.

앞서 제이크스 목사는 오프라 윈프리

와의 인터뷰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밝

힌 바 있다. 그는 “동성 간 성관계는 성

경에서 죄라고 하고 있으며, 따라서 나

는 내 생각이 아닌 성경에 따라 말해야 

한다”고 했다.

제이크스 목사는 지난 1996년 약 50가

정과 포터스하우스를 개척했는데, 이 교

회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 

중 하나로 현재는 3만 명 규모다. 

그는 또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25명”에 

포함되기도 했으며, 타임지와 CNN가 꼽

은 ‘미국 최고의 설교자’로도 화제가 됐

었다.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화 제

작자이기도 하다. 

제이크스 목사,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대해

O . C . / 얼 바 인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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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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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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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가주 벧엘 교회남가주 벧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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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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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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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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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오전 6:00 (토)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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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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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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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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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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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롬12:2)

베들레헴신학

대의 명예총장

인 존 파이퍼 목

사가 연방대법원

의 동성결혼 합

법화 판결에 대

해 명백하게 죄

인 동성애를 승

인하고 제도화

해주었다고 비

판했다. 또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눈

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애통의 심정

을 밝혔다.

그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자

신의 블로그 ‘Desiring God’에 “예수님

은 이성애자는 물론 동성애자들을 구원

하기 위해 죽으셨다”며 “이 구원은 결코 

수용될 수 없는 성적인 죄의 행위들로부

터의 구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

방대법원은 이 죄를 제도화 시켜 주었다

고 비판했다.

파이퍼 목사는 “로마서 1:24-27은 동

성애를 죄라고 명백하게 설명하면서 동

성애의 승인과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다”

면서 “사람들은 로마서 1:29-31에 기록

되어 있는 험담, 비방, 능욕, 건방짐(오

만), 교만, 배약, 무정, 무자비와 마찬가

지로 동성애도 죄라는 것을 교육하지 않

고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고 있

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성애는 미국과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이 말도 안되는 

일이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은 타

락한 인간 안에는 항상 이런 모습이 있

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이퍼 목사는 또 “사실 동성애 죄를 

승인하고 축하하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

니다. 지난 수 천년 동안 동성애 행위와 

그에 대한 찬탄이 예술작품 속에서도 나

타났다”면서 “새로운 것은 동성애가 일

반적이고 제도화됐다는 것”이라고 지적

하고 이것이 새로운 재앙이라고 말했다. 

파이퍼 목사는 자신이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교회가 하나님과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비통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동성애

를 축하할 수 없고, 제도화 되도록 할 수 

없다”며 “우리는 용서와 도움을 구하며 

예수께로 돌아서야 한다. 예수께 울부짖

어야 한다”고 전했다.

동성결혼 합법화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존 파이퍼, 누가 뭐래도 동성애는 죄

T. D. 제이크스 목사 

ⓒ페이스북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집회, 사실상 불가능해져

앞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기독

교 행사를 개최하려면 유대교 랍비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예루살렘에

서의 기독교 행사 개최가 어려워진 것이

다. 이는 유대교 근본주의자 집단인 ‘하

레디’(haredi)가 “기독교인들이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집회에서 유대인들

의 개종을 강요했다”며 고소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예루살렘 시 당국은 앞으로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주최하는 행사를 허가하

기 전에 예루살렘의 랍비들과 먼저 상

의하게 됐다고 와이넷뉴스닷컴(YNet-

News.com)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명한 유대교 근본주

의자인 관리가 시 당국과 이곳에 있는 

다목적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국에 “전 

세계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개최했던 

행사에서 개종을 강요했다”면서 진정서

를 접수했다. 하레디 측은 이 행사가 유

대인들을 기독교인들로 개종시켜 이스

라엘 선교사들을 돕도록 하기 위한 목적

으로 개최됐다고 주장했다. 또 예루살렘

의 랍비들이 시 당국에 이 행사를 취소

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적인 문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레디의 대표가 행사 후 시장인 

니르 바캇(Nir Barkat)에게 찾아가 항의

했으며, 결국 “앞으로는 행사를 개최하

기에 앞서 시 당국이 예루살렘의 랍비

들 및 법률고문들과 상의하기로” 합의했

다. 예루살렘 시 당국은 합의문에서 “불

법적인 선교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

른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

다”고 밝혔다.

보도에서는 하레디가 문제 삼은 행사

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오순절 성령강림주

일을 맞아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임파워

드21’ 집회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집회

는 미국 하나님의성회 대표 겸 세계하나

님의성회 의장이자 ‘임파워드21 성령운

동’(Empowered21 Spirit-empowered 

movement)의 세계 공동의장인 조지 우

드(George O. Wood) 목사와 오랄로버츠

대학(Oral Roberts University)의 총장

인 윌리엄 윌슨(William Wilson) 박사가 

주도했었다.

하나님은 헌법 아닌 성경으로 심판하신다

유대교 랍비 허가 받아야, 극단주의자들의 항의 때문

존 파이퍼  목사 

ⓒDesiring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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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바

로 전, 7월 11일 아랍연맹이 발행하

는 아랍신문(Arab League News)

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한국

에는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었

다. 그러나 현재 전체 인구의 25%

에 달하는 약 1,000만 명이 기독교

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상 유례 

없는 놀라운 증가 추세를 보면, 한

국은 상당히 종교성을 가진 나라이

다… 한국에는 현재 3만 명의 무슬

림들이 있다. 한국인의 종교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수십 년 안에 이

슬람이 기독교를 앞지를 수 있을 것

이다. 머지않아 한국은 이슬람 국가 

중의 하나로 불리게 될 것이다.”

마치 예상이라도 한듯이 1990년

부터 한국에 이슬람 인구가 급속하

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약 25만 명

이고, 비공식적으로 40만 명을 넘

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렇다면 한국의 이슬람 인구 성장 

원인은 무엇일까?

1. 이민

한국에 이슬람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는 외국인이 유입된 데 따른 것이

다. 한국에 왜 외국인들이 유입되게 

되었을까? 

첫째, 노동인력의 부족이다. 1986

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이후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서서히 

이름을 떨치기 시작할 무렵,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산업별 노동력 이

동 현상이 일어나면서 제조업 분야

에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하게 되었

다. 반면 가난과 실업으로 노동력을 

국제시장에 배출해야 했던 아시아

의 많은 국가들은, 새로운 노동시

장의 판로를 찾아 나서야 했다. 이

러한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적 요구

와 아시아 국가 노동인구의 요구가 

서로 부합되면서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품고 새로

운 노동시장의 개척지 한국을 향해 

밀려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1990년부터 한국의 노동시장에는 

한국인 노동력의 수출량보다 외국

인 노동력의 수입량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1990년에 약 2만 명의 외국

인 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정착하였다.

둘째, 한국의 저출산의 문제이다. 

저출산은 저성장을 초래한다. 일하

고 세금 낼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당

연한 수순이다. 우리나라는 1970

년 4.53명의 출산율을 기록한 이래

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산아제

한정책을 실시하여, 1980년 2.63명

으로 급격히 줄었고 1990년 1.60

명, 2000년 1.47명, 2009년 1.19명

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말

았다. 사실 1983년에 출산율이 2.1

명으로 떨어졌을 때 신속히 조치를 

마련해야 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

로 출산정책을 시작한 것은 2005

년부터였다. 204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00-500만 정도, 2050년에

는 800-1,000만 정도 줄어들게 되

었다. 2014년 한국의 출산율은 2.0

명이었다. 매년 2.0명의 자녀를 출

산할 경우 100년이 지나면 순수한 

한국인은 21.6%밖에 남지 않는다. 

여기에 유아사망률을 감안하면 순

수한 한국인의 숫자는 더 줄어들게 

된다.

셋째, 고령화 현상이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

상인 사회를 말한다. 한국은 2018

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

에 인구의 20%가 고령화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2050년이면 46%

를 넘어설 것이다. 고령화는 평균생

활 수준의 하락, 사회 활력 하락, 농

촌 및 중소도시 경제 파괴 등의 문

제를 양산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

령화 사회는 내수시장의 침체를 가

져온다.

많은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

화로 인하여 한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

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

는 외국인이 많아지기 때

문이다. 1990년 외국인들

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서 

2000년에는 재한 외국인 

총 수가 2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 중 0.44%를 차

지하게 되었으며, 2000년

대에 들어 증가세는 한층 

가파르게 진행되어 2005

년에는 드디어 1% 이상

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후에도 외국인 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

년 3월 말 181만 3,037명

을 기록, 4,920만 명인 국

내 총인구의 3.5%를 차지하게 되었

다. 그 중에 51%가 이주노동자들이

다. 저출산과 3D 업종 기피현상, 고

령화 등으로, 한국이 경쟁력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약 

14%(643만 명)에 해당하는 외국인 

인구를 수입해야 한다는 예측 등, 

외국인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사

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는 한류, 경제교류, 관광, 또

한 한국 선교를 위하여 무슬림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혹자는 중동

이 한국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국이 이슬람화된다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2억 4천만), 파

키스탄(1억 9천만), 방글라데시(1

억 6천만)이며, 인도의 무슬림 또한 

1억 6천만 명이다. 이들 국가는 모

두 한국 인접국이다. 전 세계 이슬

람 인구의 70%는 아시아에 살고 있

다. 또한 한국에 온 이슬람권 유학

생들도 급증하고 있다. 출입국 외국

인정책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어 연수와 일반 연수생을 제외하고 

2006년에 1,466명에서 2011년 12

월 3,841명으로 2006년 대비 262%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 다산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는 마

지막 설교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서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Abu 

Dawood, Nisai and Hakim)고 말하

였다. 또한 꾸란은 독신을 허용하

지 않는다. “너희들 가운데 독신자

는 결혼할지어다.”(꾸란 24:32) 따

라서 무슬림은 모두 결혼하며 자녀

를 많이 낳음으로써 늘고 있다. 이 

외에도 꾸란의 명령(꾸란 4:3)에 따

라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일부다처

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명시된 네 명의 부인 이

외에도 ‘오른손이 소유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하녀들과의 관계는 

산아제한이 없는 이슬람 사회에서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를 가지고 

왔으며, 영국의 경우 무슬림 여성은 

평균 6-7명의 자녀를 낳는다. 사우

디아라비아의 경우에도 평균 6명

을 낳는다. 조희선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2012년 한국에는 무슬림의 

자녀들이 약 4,000명 살고 있다. 아

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무슬림 여성

은 산아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국 무슬림 2세들은 급속한 증가를 

보일 것이다.   

3. 결혼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 여성은 무

슬림 남성과 결혼을 하지만(꾸란 

2:221), 무슬림 남성은 무슬림 여

성, 유대인 여성,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꾸란 5:6). 한국에 

온 무슬림이 한국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꾸란에 의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무슬림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는 유대인 

여성이 거의 없다. 무슬림 여성 또

한 많지 않다. 따라서 기독교 여성

과 결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타

종교의 여성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

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는 아

버지의 종교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양육권은 아버지가 갖는다. 유대교

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

가 유대인이 되는 반면, 이슬람에서

는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자녀가 무

슬림이 된다. 이들 자녀들은 나면서

부터 무슬림이 되어 이슬람의 인구 

성장에 밑바탕이 되어 주었다. 중동

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있

는데, 아버지의 종교를 자녀의 종교

로 기록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영국 여인이 무슬림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무슬림 남편은 아이들

을 이슬람권으로 보내서 무슬림으

로 성장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 이에 부인들이 자녀들을 찾으

러 남편의 나라에 갔다가, 유괴범으

로 체포되어 그 나라 감옥에 갇히면

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6월 법무부 통계를 근거

로 보면, 한국인과 결혼해서 국내에 

머물고 있는 국제결혼 비자 체류자

는 14만 8,746명이다. 이 가운데 주

요 12개의 이슬람 국가 출신이 모

두 4,935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요 12개의 이슬

람 국가만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OIC(이슬람회의기구) 회원국은 57

개국에 달하며, 회원국에는 속하지 

않지만 전체 인구의 7% 정도가 무

슬림인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도 있

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온 무슬림

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한 내국인들

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국내 무슬림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개종

역사적으로 중동이 비잔틴 기독

교 제국일 당시 이슬람 군대가 중

동과 북부 아프리카를 점령하자, 

기독교인들은 2등 시민으로서 ‘딤

미’(Dhimma)라고 불리며 불평등

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이름뿐

인 기독교인들이 불평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슬람으로 개종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발적

인 개종이 늘고 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유는 이슬람의 교리가 

기독교에 비하여 쉽게 되어 있고, 

무슬림들이 전투적인 선교 활동을 

하며, 이슬람 문화에 대해 동경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한국인 이슬람 인구가 개종에 의하

여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을 살펴 

보면, 1970년에 한국인 이슬람 인

구는 3,700명이었다. 그러나 박정

희 대통령이 한남동 시유지를 주어

서 이슬람 사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한남동 이태원에 이슬

람 사원이 완성되면서 이슬람 인구

는 1만 5천 명으로 늘었다. 2005년

에 4만 명이였던 한국인 이슬람 인

구는, 2009년에 7만 1천 명으로 증

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은 급속도

로 성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매

년 약 1만 명의 영국인들이 이슬람

으로 개종한다. 프랑스의 경우 약 4

천 명, 한국에서는 약 7천 5백 명이 

매년 이슬람으로 개종한다. 1930

년 2억 3백만 명이었던 이슬람 인

구는 현재 16억이 되었고, 2030년

에는 22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현재는 

약 25만 명이지만, 10년 안에 100만 

명에 육박하고 2050년이 되면 300

만 명에서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종교 상황에서 1988년 아랍 신문

의 기사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

날 수 있는가? 불행하게도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노동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그 길을 향하고 있다. 

이슬람은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

한 이단이다. 이는 필자만의 견해가 

아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J. Cal-

vin, 1509-64)은 데살로니가전서 2

장 3절을 주해하면서 이슬람을 기

독교 이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종교개혁자 블링거(H, Bullinger, 

1504-1575)는 “이슬람의 발흥과 

성공의 이면에는 기독교인들의 악

한 삶이 있다”고 하였다. 종교개혁

자들이 그랬듯이 이슬람의 도전 앞

에 교회와 기독교인의 삶을 재조명

해 보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한국교

회와 성도들은 이슬람에 대하여 올

바로 알아야 한다.

더불어 한국으로 이주하는 무슬

림에 대한 적절한 선교적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약 25만 명의 무슬림

공동체는 한국 안에서의 미전도종

족(unreached people)으로 소리 없

이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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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직(Keswick)운동의 영성(III)

I. 케직운동의 시작: 역사적 기원

II. 케직사경회

III. 케직의 영성

1. 케직사경회의 지향점

1) 지적이 아닌 영적인 것에 중점

피어슨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놀라운 배움과 학식, 수사학적이

고 웅변적인 재능과 성취, 사회적·

교회적으로 높은 지위는, 평가절하

되거나 경시되지 않았으나 결코 지

나치게 높이 평가되지 않았다. 케직

운동은 영적 가르침이나 삶의 독특

한 형태를 지키기에 힘쓰고, 그 밖

의 모든 곳은 이것에 일관되게 종속

되었다… 영적 진리는 그 어느 것이

든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간증에 

권위가 있어야 한다…”(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신현수 역, 『케직운동』, 생명의 말

씀사, 2001, 40.). 

“케직사경회는 ‘뜨는 설교’와 뛰

어난 수사학적 노력으로 쾌적한 분

위기를 만들어 주고 호의적인 태도

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아니

다… 그리고 거의 모든 연설 자체가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나는 향기를 발한다.” “이 운동은 시

작될 때부터 지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중점을 두었다… 모두 그분의 

면전에서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신현수 역, 『케직운동』, 41.) 

“케직이 대표하는 모든 진리는 신

약성경처럼 오랜 것이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

씀이 가르치는 것을 보게 하고, 그 

약속들을 붙들고 복되신 그리스도

의 능력을 소유하도록 기도하고 힘

쓰는 것을 목표로 한다.”(Arthur T. 

Pierson, Forward Movement of 

The Last Half Century, 안명준 역, 

『지난 반 세기의 전진운동』, 보이

스사, 2008, 63.).

케직의 모임은 어느 한 사람에 의

해 주도되지 않고 위원회가 이끌어 

간다. “케직이 영국에서는 7월 말 여

러 지역에서 모이는 모임의 중요한 

센터이지만, 영적 삶을 심화시키기  

위해 지역적인 대회들이 케직 지도

자들과 교사들의 인도 하에 열린다.” 

케직의 가르침은 “소홀했던 진리들

을 강화는 것을 제외하곤 새로운 것

이 없다.” 단지 “하나님께로 온 단

순히 원시적이고 사도적인 방법들

로의 복귀”가 있는데 “이것은 제자

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공된 

축복의 충만함의 체험을 생생하게 

해주는 최고의 목적”이다.(Arthur 

T. Pierson, Forward Movement of 

The Last Half Century, 『지난 반 

세기의 전진운동』, 70.).

케직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순서

는 다음과 같다. “첫날 혹은 둘째 날 

죄를 다루고, 즉각적으로 죄를 떠날 

것과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자

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하는 노

력과 죄책감, 죄와 필요에 대한 확신

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다룬다. 그 

다음 날에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리스도와의 참되고 생명력 있는 연

합,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죄의 방

지와 거룩함의 촉진제로서의 하나

님 말씀의 적절한 사용, 그리고 서

로에 대해서 그 용서와 특권과 가능

성을 가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은 주제들을 다룬다. 그리고 대회

의 폐막 무렵 선교지와 그 선포가 

촉구되는 토요일의 마지막 모임에

서는 예배와 그 상태, 율법과 자질들

을, 성령의 수여와 충만함에 관한 특

별한 강조와 함께 다룬다.”(Arthur 

T. Pierson, Forward Movement of 

The Last Half Century, 『지난 반 

세기의 전진운동』, 72.).

케직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주권

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복종하

는 것과, 참석하는 자들의 내적이고 

외적 삶 모두의 변화”이다. “거룩함

과 자기 복종” 또는 “거룩함과 봉사”

이다. 케직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

의 인을 특별한 복 속에서 케직의 교

훈과 방법의 실제적인 결과에 치셨

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품과 행

동 모두를 변화시키는 생생한 힘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왔다”(Arthur 

T. Pierson, Forward Movement of 

The Last Half Century, 『지난 반 

세기의 전진운동』, 70.)는 것이다.   

2)  수준 높이는 7가지의 지속적 단계

케직운동은 일반적인 삶의 질보

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 승리, 복

된 삶을 시작한 신자들이 일반적으

로 통과하는 7가지 주요 단계를 말

한다. ① 죄 포기- 거룩한 삶을 사

는 데 지장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다. 케직 영성의 특징은 숨어 있

는 죄를 발견하여 즉각적으로 회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

는 것이거나 심지어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즉각 포기하는 것이

다.”(Arthur T. Pierson, The Kes-

wick Movement, 신현수 역, 44.). 그

리하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의식

적 불순종이나 의무의 불이행에 관

하여 깨끗하여 거리낌이 없도록 하

는 것이다, ② 주의 뜻 순종- 하나

님의 뜻에 새롭게 복종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서

만이 아니라 매일 삶의 주로서 받아

들이는 것이다. 그분을 이제 실제적

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 받

드는 행위다. 그리하여 “자기 탐닉, 

그리고 자기 의존과 더불어 자기 중

심적 삶을 버리는 것이다.” ③ 하나

님 섬김- 주의 뜻 순종은 이제 영혼

을 지키는 말씀이 된다. 그리하여 나

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삶의 

중심으로 오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높이 받아들이고, 그 뜻

에 응하는 것이 몸에 배게 되고 자

연스럽게 된다. 거룩한 삶이 체질

화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

간 존재의 최고 목적이 된다.” ④ 하

나님과 사귐- 하나님을 섬김은 하

나님과의 사귐을 하는 것이다. “이 

사귐은 가끔 있다거나 방해받는 것

이 아니라 가깝고도 한결같이 이루

어지는 교제를 말한다.”(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신현수 역, 44.). “사람이 나를 사랑

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

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

라”(요 14:23)에 하신 예수의 약속

은 삶의 경험에서 점차 실제적인 것

이 된다. ⑤ 소유됨- 섬김과 사귐을 

통하여 나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소

유가 된다. 여기서 전 존재란 영과 

혼과 육을 모두 가리킨다. 신자됨이

란 더 이상 육의 차원에 머무는 것

이 아니라, 혼의 차원에서 생각이 변

하고 영의 차원에서 가치관이 변한

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

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 “하

나님이 인간의 전 존재, 즉 영, 혼, 

육을 소유하고 있다”고 의식하기에 

이른다. “더 이상 어떤 의식적 머뭇

거림이 없이 전 존재가 기쁘게 하나

님의 뜻에 응할 때, 우리는 의식적

으로 그분의 것이 된다”(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신현수 역, 44-5.). ⑥ 성령의 채우

심- 하나님께 소유됨으로써 우리의 

영 속에 “인간이 알 수 없는 새로운 

기쁨과 평안,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시, 성령의 참

된 채우심이 있다.” 성령이 내면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삶 속

에 성령이 주시는 영적 기쁨과 평안

이 넘치게 된다. 이를 피어슨은 “우

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새

로운 계시”라고 부른다. ⑦ 봉사- 이

러한 여섯 단계를 거치면 비로소 신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가장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이르

게 된다. 하나님과의 영적 삶은 자

기 구원의 즐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정한 봉사로 

부름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

정으로 헌신한 모든 성도에게 거룩

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왕권을 주

셨다.” 이 승리의 마지막 단계는 “죄

를 이기는 힘, 기도를 지속하게 하는 

힘,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힘

의 단계이다.” 진정한 영적 삶의 최

종 단계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섬

김, 즉 봉사다.  

2. 케직 영성의 특징 

1) 개인적 기도에서의 은밀한 만남

피어슨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온 마음과 삶의 깊은 곳을 하나님

께 열어 보이는 사람은, 그 이전에

는 각종 우상이 감추어져 있던 바로 

그 방들이 신성한 사귐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라

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ment, 

신현수 역, 52.). 피어슨은 케직운동

이 기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기

도로써 성장했다고 증언한다. “케직

운동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두드

러졌다. 집회의 전체 분위기는 기도

로 가득 찼고, 매번 기도회들의 간격

은 개인적인 혹은 두 세 사람 혹은 

그 이상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대화

를 위해 간청하는 기도로 찼다. 서로

는 알지 못했지만, 오직 기도만을 위

해 모임이 결성되었다. 하지만 그 모

임의 유일한 접착제는 서로의 기도

제목과 서로를 향한 매일의 간청기

도제목들이다.”(Arthur T. Pierson, 

Forward Movement of The Last 

Half Century, 『지난 반 세기의 전

진운동』, 104.).  

2) 숨어 있는 죄의 각성 

피어슨은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이러한 집회가 있는 곳이면 그 어

디든지 보다 깊은 죄와 필요에 대한 

의식, 보다 풍성한 복의 기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있었다.” 

피어슨은 죄가 영적 삶과 성장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피

력한다. “모든 죄와 진보를 가로막

는 모든 짐을 즉시 그리고 완전히 버

려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계시한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징벌 없이 제멋대

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알고 있

는 죄는 모든 영적 삶과 성장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파괴시

킨다. 이것은 죽음과 연합되지, 생명

과는 아니다. 그것 때문에 교제를 못

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

며,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된

다.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갖

는 데 치명적이다. 구원이 우리의 공

로에 달려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불순

종이 신령한 것을 보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죄가 다른 사

람에 대한 진정한 섬김을 가로막는 

것은 분명하다. 어떻게 순결과 평안, 

그리고 능력의 새 삶을 경험하지 못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으

며,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죄인을 도울 수 있겠는가?”(Arthur 

T. Pierson, The Keswick Move-

ment, 『케직운동』, 45-6.). 

3)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것

(1)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포기 

피어슨은 다음과 같이 케직의 

영성을 특징짓는다. “하나님의 뜻

에 반하는 것이거나 심지어 그러

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즉각 포

기하는 것이다. 양심은 무엇보다도 

의식적 불순종 혹은 의무의 불이행

에 관하여 깨끗해야 하고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지장이 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한

다.”(Arthur T. Pierson, The Kes-

wick Movement, 신현수 역, 『케직

운동』, 44.). 즉각 포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출발점은 죄

와 그리고 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중압감, 즉 우리의 믿음

의 성장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다… 순간이라도 죄라고 느껴지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성결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구원 자체에 대한 

희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Arthur 

T. Pierson, The Story of Keswick 

and Its Beginnings, 『영국 케직집

회 시작 이야기』, 74-75.). 

(2) 탐닉으로 의심받는 것 포기 

케직운동의 지도자들은 삶에 있

어서 탐닉으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모두 버리기로 하였다.  

피어슨은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또한 탐닉으로 의심받을 만

한 것은 무엇이든 그 의심 때문에 버

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물어

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니

라 하나님께 유익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를 제기할 만한 일이나 쾌락은 

계속하면 정죄에 이르게 된다. ‘왜냐

하면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이기 때문이다.’ 악한 것은 

해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죄된 

행위와 해가 되는 습관을 계속할 까

닭이 없는 것이다.”(Arthur T. Pier-

son, The Keswick Movement, 『케

직운동』, 46.). 죄와 죄된 것으로 의

심되는 습관이나 성향이나 생각(교

만, 이기심, 고집, 쾌락, 나태, 안일, 

헐뜯기, 증오, 복수심 등)은 신령한 

것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 지장을 초래한

다.                                    <계속>

김  영  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묻는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면 관계가 깨어지고 삶도 무너지고 

믿음도 흔들린다. 그런데도 흔들리

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대답할 청년

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데도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지는 것일

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

신이 없어서이다. 내 삶에 일어나는 

지극히 세밀한 일 하나까지도 하나

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 말

이다. 

신간 ‘하나님을 찾아서(아드폰테

스)’에서 김영광 전도사는 이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 스물 한 살 신학

생 시절에 모험을 감행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단돈 50만 원으로 

이스라엘까지 2년 7개월간의 여행

을 떠났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을 시

작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

오스, 몽골, 티베트, 네팔, 인도, 파

키스탄, 이란, 터키, 시리아, 요르

단, 이스라엘, 이집트 등 총 16개국

을 육로로 지났다. 그는 자신의 영

적 대여정을 책 ‘하나님을 찾아서’

에 글과 사진으로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크리스

천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첫

사랑을 잃어버린 그의 마음에는 어

느덧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져 있었

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보통 세

상에서 화도 못 내고 이용만 당할 

것 같아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산다. 

자신의 이중성과 하나님에 대한 회

의로 점점 지쳐갈 무렵, 이 모든 감

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규로 터져 

나왔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게 보여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신다. 성령님

은 ‘거기서 네가 구하는 것을 찾으

리라’ 하는 음성으로 그의 모험을 

재촉하셨다. 

지금도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

고 머뭇거리며 갈팡지팡하는 청년

들이 교회에 가득하다. 꿈을 채 펼

쳐보지도 못한 그들 앞에는 ‘삼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

대)를 넘어 ‘칠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

한 세대)라는 수식이 붙었다. 

절망의 나락으로 밀쳐내는 시대

에 청년들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핵심은 어디 있을까? 오로지 하나

님으로부터이다. 

한 영혼이 방황의 길에서 돌아서

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의 노

정이 담긴 그의 삶은, 하나님께 무

감각해지고 세상에 주눅 든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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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끌어안기    
조르주 후스니 | 쿰란출판사 | 280쪽

좀처럼 넘기 힘든 

장벽으로 막혀 있

는 듯한 이슬람권 

선교의 새로운 ‘통

로’를 제시한다. 이

는 국내에 들어온 1

백만 명 이상의 외

국인 노동자들로, 

이들 중 20만여 명이 무슬림이라는 것. 

이들 대다수는 본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층이다. 레바논 출신인 저자는 크

리스천들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국으로 돌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것이라고 말한다.

말씀의 빛 속을 거닐다      

 김기석 | 꽃자리 | 327쪽

요한복음 본문을 중

심으로 한 설교 9편

과 다른 성서 에세

이 9편을 전후로 배

치하고 있다. 전자가 

경어체로 발견과 각

성, 권면과 기원의 

형식을 좇아 요한복

음의 행간을 헤집는다면, 후자는 평어체

로 분석과 해석, 묵상과 성찰의 방식에 

따라 본문을 조명한다. 저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동서양 고전과 영성가의 명

언, 여러 시구를 인용하면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오롯이 펼쳐놓는다.

구약 성서 이야기 
 헨드릭 W. 반 룬 | 보물창고 | 344쪽 

어린이·청소년들

이 꼭 읽어야 할 고

전들을 엄선해 내

고 있는 ‘1218 보물

창고 시리즈’ 열네 

번째 책. 베스트셀

러 작가이자 역사

학자·문화사가·기

자였던 저자가  두 아들을 위해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썼다. 방대한 구약 

내용을 한 줄기 흐름으로 읽을 수 있도

록 엮었으며, 종교의 경전에 앞서 서양 

문명의 근간이자 현대 철학의 바탕으로

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겼다.

팔복 

김화영 | 나다북스 | 140쪽  

인간의 공통적 관심

사인 ‘복’에 대한 가

치관을 새롭게 조명

하여, 거짓된 복의 실

체를 드러내고 진정

한 복이 어떤 것인지 

깊이 있게 성찰한다. 

팔복을 설명하는 여

덟 장의 내용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

며, 한 단계씩 깊어지는 느낌을 준다. 복

에 대한 세속의 가치관 속에 시들어 가는 

자신과 한국교회의 모습을 직시하여, 영

적 성장을 원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자 한다.

이스라엘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사랑’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난 근본적 변화들

신간추천

하나님을 찾아서

아드폰테스 

김영광 | 280쪽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었던 성경

을 매우 합리적으로 해석한 ‘현대인

을 위한 창세기(천지창조와 에덴동

산 편)’가 나왔다.

이 책은 현대 지식과 상식을 기반

으로 창세기를 명쾌하게 해석했다. 

창세기는 가장 오래된 구약성서로, 

천지창조를 비롯해 인류의 시작을 

소개한다. 기독신앙의 시작이며 매

우 중요한 성경의 입문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

왔고 해석됐다.

하지만 과학 문명의 발달로 창세

기는 위기에 봉착되었다. 현대인들

이 창세기를 점차 배척하기 때문이

다. 그들에게 창세기는 매우 모순되

게 보였던 것이다. 창세기의 위기는 

곧 개신교와 천주교 등 ‘성서를 믿

는 종교’의 위기로 연결되었다. 

창세기,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

들이 창세기를 해석했다. 그러나 현

실과 동떨어진 해석은 성서를 믿

는 종교인들에게조차 심각한 혼란

을 주었다. 그 혼란을 틈타 성경의 

본질을 오도하는 사이비 종교들까

지 득세하기 시작했다. 교계는 창세

기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

한다. ‘그냥 믿어야 할’ 성경으로 치

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창세기’가 처한 현실이다.

이번에 출간된 ‘현대인을 위한 창

세기(천지창조와 에덴동산 편)’는 

창세기를 매우 합리적·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성경

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

했다.

책은 천지창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까지를 총 19

편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비현실적

일 것 같은 창세기를 치밀한 논리

와 물리적인 기초이론으로 쉽게 설

명해 간다. 

창세기의 오해를 풀어내다

책은 천지창조라는 비과학을 물

리적인 논리로 설명한다. 창조의 순

서와 연대를 포함해 우리가 쉽게 이

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의심할 수

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구를 

비롯한 만물의 발생과 변화를 근원

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책은 ‘선악과

와 죄의 등장’ ‘하나님의 침묵’과 같

은 모순들을 다루어낸다. 저자는 3

장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창세기 가운데 특히 3장에서 나

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까지 느껴진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에덴동산을 침범할 

때에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

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

하는 것처럼 행동하셨지만, 결정적

인 순간에는 그들을 방임하셨다. 그

래서 창세기를 읽는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하

나님이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가에도 의심이 생긴다.”

이 책은 성경의 난해한 질문들을 

피해가지 않고 본질적인 답을 찾아

낸다. 책을 읽다 보면 누구도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음을 알게 된

다. 저자는 창세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창세기는 존재와 관계를 설명하

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 오해로 엉켜서 진리처럼 보이지 

않았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해

가 풀리면 창세기와 존재가 서로

를 증명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

니다.” 

이 책은 모순된 세상, 삶과 죽음, 

그리고 영의 세계와 같은 질문에 대

하여, 성경에 근거한 답을 명쾌하

게 제시한다. 그래서 그 동안 성경

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던 많은 사

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서적이 될 것

이다.                          김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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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 봐도 미소가 가득했었는

데, 지금은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

지고 비난이 오가는 부부, 서로 대

화가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부부, 한쪽은 집안 문제를 

처리하느라 진이 빠지는데 다른 한

쪽은 나 몰라라 무관심한 부부, 한 

공간에 같이 있지만 혼자 있는 것보

다 더 외롭다고 느끼는 부부.

이들 가운데 어느 부부도 결혼할 

당시에는 이러한 결혼생활을 예상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몇 년

간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문제

와 갈등 속에서 부부들은 이런 고민

에 직면한다. 함께 있고 싶어서, 영

원한 동반자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지금 우

리 모습이 결혼할 당시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인가? 내가 꿈꾼 결혼생활

이 이런 모습이었던가?

저서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유명

한 ‘상담가’ 게리 채프먼이 위기에 

처한 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길에 대한 해결책을 담은 책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명의말씀

사’를 통해 내놨다.

저자는 많은 부부가 결혼생활에 

실패한 원인을 자신과의 관계, 배우

자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에 있다고 보고 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

명한다. 또한 결혼생활의 위기를 어

떻게 서로 화해하여 더 성숙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

는지, 실제로 부부가 화해하기 위해

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채프먼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결

혼생활에 대해 당신이 품은 꿈은 다

시 살아날 수 있다. 이 책이 이야기

하는 바를 따라 경청과 이해, 훈련

을 거쳐 화해를 위해 분투한다면, 그 

꿈이 실현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

을 것이다. 

결혼생활에 갈등이 심해질 때, 많

은 부부가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

를 택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혼’이

고 다른 하나는 ‘화해’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혼’은 잘못

된 길이며, ‘화해’, 즉 ‘부부의 하나 

됨’이라는 길이 돌아가긴 하지만 우

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한다.

물론 ‘부부의 하나 됨’으로 향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다. 결혼생활을 

끝내야 할지를 고민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부부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까지도 오랜 시간과 노

력, 분투가 필요하다.

하지만 채프먼은 “당신의 결혼생

활은 그만한 노력을 들이는 것이 마

땅할 만큼 지켜낼 가치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해 어떤 분투를 해야 할지 

이 책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친근하면서도 노련한 상담가인 

게리 채프먼은 50년에 가까운 결혼 

생활과 40여 년의 결혼 상담 경험

을 바탕으로 쓴 『5가지 사랑의 언

어』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돕

고 있다. 이 책은 1992년에 출간된 

이후부터 줄곧 뉴욕타임스의 베스

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40여 

개 언어로도 번역되었다. 또 이와 관

련한 그의 강의는 200여 개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전달되고 있다.

휘튼대학교와 웨이크포레스트대

학교에서 인류학을 공부했고, 이후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노스캐롤라

이나대학교와 듀크대학교에서 포

스트 닥터 과정을 마쳤다. 

그의 저서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시작으로 『자녀의 5가

지 사랑의 언어』, 『십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싱글의 5가지 사

랑의 언어』, 『결혼생활의 사계

절』,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12

가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9가지 포인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상담 전문가인 제니퍼 

토머스와 함께 『5가지 사과의 언

어』를, 경영 컨설턴트 폴 화이트

와 함께 『5가지 칭찬의 언어』등

을 썼다. 

                     장세규  기자 

현대인을 위한 명쾌한 ‘창세기’ 해석 당신의 결혼생활, 지켜낼 가치 있다

난해해서 의심가던 내용들, 근원적으로 설명해 줘 위기에 처한 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길 제시

현대인을 위한 창세기

임광식

해드림 | 262쪽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게리 채프먼 

생명의말씀사 | 192쪽

성지순례나 단기선교를 떠나 본 

이들이라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

져 봤을 법한 질문이 이 책의 제목

이다. 보통 낯선 곳을 향해 떠나는 

성지순례는 그 자체가 관광이 되기

도 하지만, 요즘은 여행 자체가 삶

을 돌아보고 나의 자리를 점검하는 

순례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스페

인 산티아고에서 시작되어 제주도

에서 꽃을 피워 전국으로 퍼져나간 

‘올레길’ 열풍이 이를 말해준다.

독일에서 태어나 해방신학을 공

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독특

한 이력의 저자는 여행이 “기독교 

전통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단

언한다. “기독교는 길 위에서 움직

이는 신앙이다(히 13:14). 그러므로 

여행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은유 이

상이다. 다음 위치를 정하고 끊임없

이 위치를 옮기는 일은 그리스도인

의 삶에 핵심적이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핵심 활동

은 ‘(주일에) 교회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일’이 되고 말았지만, 성경 속 

인물들과 역사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 따지고 보면 여행 또

는 이동 자체가 지금보다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당시였음에도, 그 옛

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

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으로 믿음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야말로 믿음은 ‘모험’이자 ‘여

정’이고, 크리스천들은 ‘머리 둘 곳 

없이 두루 다니셨던(눅 9:58)’ 예수

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이 책

은 말하고 있다. 저자는 관광이 ‘황

금알을 낳는 오리’로 인식되는 상황

에서, 난민들 같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과 ‘종교 관광’의 구

조적 문제점들을 꼬집어 주고 대안

을 제시한다.

최근에 일본 나가사키 일대 성지

들을 돌아보러 갔을 때도 이 질문이 

떠올라, 배낭에 이 책을 넣었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지만, 비행기

에서 읽은 이 가벼운 책 덕분에 가

볍지만은 않았다. 성지순례 또는 올

레길 걷기를 계획 중이거나 ‘시야를 

넓히려는 목적’의 여행을 준비 중이

라면, 더욱 풍성한 경험과 사유를 

쌓을 토대가 될 것이다.  

이대웅 기자

여행, 관광인가 순례인가

요르그 리거

포이에마 | 159쪽

“기독교는 길 위에서 움직이는 신앙이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길 위의 신학’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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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merican Family Ser-
vices is awaiting those who will 
provide the gifts of new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to children of 
foster families. The organization 
that has embraced many of the 
hurts in Korean immigrant fami-
lies by addressing issues such as 
domestic violence has hosted a 
backpack drive since 2014.

The backpack drive aims to give 
new backpacks and school sup-
plies to children in foster homes 
that are undergoing financial dif-
ficulties. There are several ways 
a potential supporter can partici-
pate. One can donate $50 to Ko-
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which would provide 
a child with a $25 backpack, and 
$25 worth of school supplies. A 
supporter could also personally 
buy backpacks and supplies and 
bring them to KFAM. 

Some of the required school sup-
plies include a pen, pencil, eraser, 
pencil sharpener, 3-ring binder, 
ruler, and scissors, among others. 

Estée Song, the project man-
ager of the Korean Foster Family 
Initative (KFFI) of KFAM, said, 
“Students who start the school 
year with ragged backpacks or old 
school supplies are often treated 
badly by other peers, or even bul-
lied.”

“We encourage the Korean com-
munity to take part in this event 
and share their love,” Song added.

Currently, some 60 Korean chil-
dren are under the Los Angeles 
County’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the office of 
which is located in Covina. The 
backpack drive aims to provide 
the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not only to Korean students, but to 
Asian students in general who are 
under the LA DCFS.

Last year, KFAM set a goal to 
provide 100 backpacks with school 
supplies, but were able to provide 
336. As a result, they decided to set 
the bar high this year to 300 back-
packs with supplies.

“Last year, we thought we 
wouldn’t be able to reach our goal 
of 100 sets of backpacks and sup-

plies, but with the warm generos-
ity of the Korean community, we 
were able to go way beyond that 
and provide over 300 sets. So we 
set a higher goal this year,” said 
Connie Chung Joe, the executive 
director of KFAM.

“Those who want to participate 
can do so by giving us the funds, 
but I think it would be even more 
meaningful of parents with their 
children went and personally 
bought the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to give to the children,” 
Joe added.

Those who are interested in par-
ticipating in the drive can do so 
until the July 31st deadline, and 
can send funds to 3727 W. 6th St. 
#320, Los Angeles, CA, 90020. 
Funds in checks should be pay-
able to “KFAM,” and should have 
“backpack drive” on the memo 
line. Funds can also be delivered 
online at www.kfamla.org.

KFAM, which began in 1983, 
focuses on strengthening Korean 
American families in Los Angeles 
through counseling, education, 
and other services.

For most evangelical Christians, 
Friday was a day of mixed feelings 
in light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legalize same-sex mar-
riages across all 50 states. Some 
engaged in heated debates on so-
cial media, while some stood back 
and watched them unfold. Indi-
viduals on both sides of the debate 
have lost friends and acquaintanc-
es over the last few days.

In response to these events, 
evangelical leaders encouraged 
Christians not to “cave nor panic,” 
in the words of Russell Moore, the 
president of the Ethics and Reli-
gious Liberty Commiss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The Supreme Court can do 
many things, but the Supreme 
Court cannot get Jesus back in 
that tomb,” Moore wrote in a piece 
posted by the Washington Post. 
“Jesus of Nazareth is still alive. He 
is still calling the universe toward 
his kingdom.”

Moore went on to explain that 
the “gospel doesn’t need ‘family 
values’ to flourish,” and that “in 
fact, the church often thrives when 
it is in sharp contrast to the cul-
tures around it,” he said.

In a similar tone, Albert Mohler, 
the president of the Southern Bap-
tist Theological Seminary, said that 
though the laws on marriage may 
have changed, “God’s truth has 
not changed. The Holy Scriptures 
have not changed. The gospel of 
Jesus Christ has not changed. The 
church’s mission has not changed.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
day, today, and forever.”

Evangelicals have also expressed 
their resolve to hold on to their 
beliefs despite the Supreme Court 
ruling, and to live out these beliefs.

“We won’t marry two men. That 
goes against our beliefs,” Reverend 
Wilfredo De Jesús, the senior pas-
tor of New Life Covenant Church, 
told the New York Times.

“We’re prepared to go to prison, 

or whatever occurs, but the church 
cannot change,” he added.

Over 100 evangelicals signed a 
declaration that expressed their 
affirmation of the traditional view 
of marriage, including Alistair 
Begg of Parkside Church; Carmen 
Fowler LaBerge of the Presbyte-
rian Lay Committee; Naghmeh 
Abedini, who has been advocating 
for her imprisoned husband, Pas-
tor Saeed Abedini; and Trip Lee, 
who is most well-known for his 
career as a Christian rapper.

“While we believe the Supreme 
Court has erred in its ruling, we 
pledge to stand steadfastly, faithfully 
witnessing to the biblical teaching 
that marriage is the chief corner-
stone of society, designed to unite 
men, women, and children,” said 
the statement. “We promise to pro-
claim and live this truth at all costs, 
with convictions that are commu-
nicated with kindness and love.”

Many evangelicals have called 
this period an opportunity. An op-
portunity to “serve as a light in a 
dark place,” according to Russell 
Moore. “A faithful opportunity to 
shine for the gospel,” in the words 
of Rosaria Butterfield and Christo-
pher Yuan, both who wrote books 
on sexuality. An opportunity to 
“put our trust in him,” Marshall 
Segal, a contributor of Desiring 
God, an evangelical blog, said.

“We praise God for the oppor-
tunity to shine a light on His di-
vine plan for the family during the 
years ahead,” said Jim Daly, the 
president and CEO of Focus on the 
Family, a Christian broadcast that 
hones in on family issues.

“In the days to come, we must re-
member to season our words with 
salt,” Daly continued. “It’s time to 
be a light in these dark times. It 
is not time to be combative and 
caustic. Now, more than ever, we 
must emulate Jesus Christ. We 
must continue to show that lov-
ing kindness as we talk with our 
neighbors and friends who see this 
issue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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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ée Song and Connie Chung Joe shared KFAM hopes to provide 300 sets of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for children in foster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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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end Dr. Siang-Yang Tan 
is a Professor of Psychology in th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He is 
most well-known for his work in 
psychology, as he has written nu-
merous books and articles on lay 
counseling, religious psychother-
apy, cognitive behavior therapy, 
and intrapersonal integration and 
spirituality, among other topics.

But apart from his work in psy-
chology and counseling, Tan is also 
the senior pastor of First Evangeli-
cal Church in Glendale, California, 
and has been serving as the senior 
pastor for some 20 years. His 
church is unique and unusual for 
a Chinese church in that the Eng-
lish congregation is much larger 
than the Mandarin or Cantonese 
congregations, and also that Rev-
erend Tan is a primarily English-
speaking senior pastor, rather 
than Mandarin or Cantonese.

Similar to the Korean American 

church, the Chinese American 
church often experiences difficul-
ties between generations due to 
cultural and language differences. 
But Tan says that, as the senior 
pastor, he tries his best to ac-
commodate to all congregations’ 
needs, and to empower all three 
congregations.

“All of our pastoral meetings are 
conducted in English,” Tan said, 
giving one example.

“But the Chinese pastors need 
more time to understand every-
thing that I’m saying. So I make 
sure to take my time and some-
times pause to ask if everyone’s 
understanding me and if we’re all 
on the same page,” he added.

Indeed, Tan said that the role 
of the senior pastor is especially 
important in a bicultural, multi-
generational immigrant church.

“The senior pastor needs to be 
culturally sensitive to everyone,” 
Tan added.

“The senior pastor must re-
ally believe in the next generation 

and make sacrifices. We must not 
control so much—give them some 
more space and be a little more 
flexible.”

“We need to believe in the young 
people and realize, OK, my gen-
eration is going to die out, and the 
future lies in the next generation,” 
Tan continued. “We need to em-
power them and even have them 
on the church leadership board so 
that their generation can be rep-
resented, that they can have a say 
and a voice in how church matters 
are run.”

Though Tan himself is also of 
the older generation, he says he’s 
still in touch with the culture of the 
younger generation because he 
spends time with them and per-
sonally mentors them.

“I meet with someone different 
almost every week for breakfast 
or lunch. I hang out with them 
because they are the key people 
in the body. I pour my heart into 
them, pray for them, and affirm 
them,” Tan said.

Meanwhile, Tan emphasized 
that the younger generation must 
also express humility and respect 
toward the older generation.

“Learn to be grateful for your 
forefathers,” Tan said. “The old-
er generation poured out many 
prayers, blood, sweat, and tears to 
establish the church and to raise 
you up. Don’t be self-centered, 
don’t only demand, and don’t fall 
into a sense of entitlement.”

“The older generation needs to 
release and let go of the younger 
generation, and affirm them, and 
the younger generation needs to 
appreciate the older,” he added.

In order to bridge the gap be-
tween the older and younger gen-
erations, Tan said that he and his 
church have been doing certain 
events with the entire church to-
gether, such as having combined 

prayer meetings three times a 
year, and a combined retreat once 
every few years. The annual Eng-
lish retreat is also inter-genera-
tional, bringing together people of 
all ages, especially in small groups, 
for sharing and prayer.

“At the combined and English 
retreats especially, I see that the 
younger people are able to get to 
know the older generation much 
better, and the older also gets to 
know the younger on a deeper 
level,” Tan said.

First Evangelical Church also 
does a “breakthrough weekend” as 
the start of their discipleship train-
ing, during which those who par-
ticipate in the training spend a day 
retreat at Tan’s home. Though the 
different congregations have sepa-
rate breakthrough weekends and 
discipleship trainings, the materi-
al (Discipleship Essentials by Greg 
Ogden) that they go through is the 
same, and they are thus grounded 
on the same foundations.

Reverend Dr. Donald Chia, the 
pastor of family life ministries at 
First Evangelical, teaches Sunday 
school every week, and covers 
marriage and family topics, dur-
ing which parents are able to learn 
how to understand their children’s 
generation.

Chia also does visitations, pre-
marital counseling, marital and 
family counseling, and parent-
teen seminars with the youth pas-
tor Reverend Donn Halla, through 

which the older and younger gen-
erations can come together to re-
solve issues and understand each 
other’s perspectives.

Within the English congregation,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also have time to have fellowship 
together every Sunday in between 
the 9:30 AM service, during which 
most of the congregation consists 
of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11:30 AM service, which is called 
LifeSurge, a ministry especially for 
the college and young adult mem-
bers. 30 minutes before LifeSurge, 
coffee is served, and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are able to 
talk and share during that time.

Though these practical actions 
can be carried out in order to bring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closer together, Tan emphasized 
that ultimately, the most impor-
tant and greatest component to 
bridging the gap is love.

“We need to agape love one an-
other. God is agape, and without 
agape, everything is zero, mean-
ingless. The Apostle Paul says in 1 
Corinthians 13 that without love, 
you’ve done nothing.”

“We can talk about strategies 
and programs, but in all of these 
things, the only secret to bridging 
the gap is God, and out of Him 
flows love,” Tan continued. “First 
gen, if you really love the second 
gen, then you will be sacrificial 
and humble and understanding. 
Second gen, if you really love the 
first gen, then you will be humble 
and respectful and have the desire 
to learn from them. That’s the bot-
tom line – it’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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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XII:

The Secret to Bridging the Inter-Generational Gap in the Immigrant Church

BY RACHAEL LEE

“We need to agape love 
one another. God is agape, 
and without agape, every-
thing is ... meaningless.”

Stocking Up for the New School Year:
A Backpack Drive for Children of Foster Families

Rev. Dr. Siang-Yang Tan is the senior pastor of First Evangelical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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