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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글로벌선진학교, 펜실베니아 제3캠퍼스 개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남침례회(SBC)가, 재

정 부족으로 인해 600-800명의 선

교사를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침례회 해외선교부(IMB)는 올해 

회계연도에서 총 2100만 달러의 적

자를 예상하고 있다.

파송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

만, 남침례회는 선교사에게 사례비

로 평균 월 4천3백 달러, 자녀교육

비와 의료보험 등은 별도로 지급한

다.

남침례회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선교사 4,700명 가운데 자격

이 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퇴직 신

청을 받는다. 그리고 퇴직을 희망하

는 이들에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그리고 선교와 관련된 

조직을 구조조정해, 지출 비용을 줄

일 계획이다. 

해외선교부는 “우리의 궁극적 목

적은 해외선교부가 미래에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

하고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며, 혁신

적인 비전을 갖고 선교사를 동원하

고 훈련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

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美 남침례회 선교사 수백명 감축 예정”
캘리포니아주 안텔로프 밸리

에 위치한 웨스트사이드크리스천

펠로우십교회(Westside Chris-

tian Fellowship Church)의 셰

인 아이들만(Shane Idleman) 목

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에 ‘

교회를 떠날 때 고려해야 할 5가

지 질문들’(5 Questions to Con-

sider When Leaving a Church)

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아이들만 목사는 칼럼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교

우들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랑이 아닌 정죄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

했다”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관계

를 정리할 때 면밀하게 고려해야 

할 5가지 질문 사항을 다음과 같

이 소개하며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8면 선교 씨에라리온 김성림 선교사 

글로벌선진학교 제3캠퍼스 개교식에 참석한 교계, 교육계,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개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선진학교(이하 GVCS)가 

지난 8월 20일 펜실베니아 주 스코

틀랜드 시에서 개교했다. 학생 40

여 명, 교직원 20여 명으로 시작되

는 이 학교는 철저한 기독교 교육

과 함께 졸업생 전원을 미국 50위

권 내의 명문대에 진학시킨다는 비

전을 갖고 있다. 특히 목회자 자녀

와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 혜택 기

회를 부여해 미래의 기독교 리더로 

세울 계획이다.

2004년 충북 음성, 2011년 경북 

문경에 각각 개교한 바 있는 GVCS

의 제3캠퍼스인 이곳은 185에이커 

부지에 80여 건물이 들어서 있다. 

원래 참전용사 자녀 학교로 120년 

동안 사용되던 곳으로 GVCS는 인

근의 기독교 학교인 브로드포딩 크

리스천 아카데미와 컨소시움 형태

로 이곳을 운영한다. 

한인교계도 이 학교와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 전 담임이

었던 박희민 목사가 후원회장을 담

당하고, 미주성시화운동본부의 상

임본부장 이성우 목사가 상임운영

이사를 맡은 가운데, 현재 약 15명

의 후원운영이사와 20여 개의 다양

한 기관과 단체들이 후원을 자처하

고 나섰다. 이들은 제3세계 출신 학

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도 후원할 

예정이다. 현재 월 200불 이상 장학 

헌금을 하면 후원이사가 될 수 있

으며 각 지역별로 학생을 추천하고, 

학교 운영 등에 대한 지원과 논의 

역할을 하게 된다.

8월 2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개

교기념식에는 남진석 설립이사장, 

교육감 빌 윈드, 교장 조성률 박사, 

한국전 참전용사회원, 미국교회 지

도자들, 후원이사들과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날 개회

예배에는 이성우 목사의 사회와 한

정길 침례교 수도지역 협의회 전 회

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개교기념식 격려사에서 남진석 

이사장은 “한국 교육이 글로벌 교

육의 메카로 자타가 인정하는 미국

에 공식적으로 기여하는 기회를 갖

게 된 쾌거”라며 참석자들과 개교

의 기쁨을 나누었다. 문의는 717-

830-9356(강유준 교감), 614-725-

6632 (송하은 간사)로 하면 된다. 

일본 최초 기독교 대학으로 알려

진 메이지가쿠인대학교(메이지학

원대학, 이하 메이지대)가 일본 아

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장

관련법안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

를 발표했다.

메이지대는 먼저 “우리는 1945

년 여름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국가

체제에 추종하고 그 전쟁에 협력하

여 많은 학생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내 몬, 잘못된 과거의 죄책을 지니

고 있다”고 밝히고, “그 역사를 깊이 

반성하여 패전 50주년이 되는 1995

년 학원장 이름으로 ‘메이지가쿠인

의 전쟁 책임, 전후 책임 고백’을 발

표하고, 미래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

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들 메이지가쿠인 유지

는 20년 전 선배들이 다짐하였던 

고백을 계승하여 침략전쟁과 식민

지지배에 대한 보상을 충실히 이행

하지 않은 전후시대 일본의 책임을 

자각하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이하 이 법

안)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여기에 

표명한다”고 밝히고, “이 법안의 기

본적인 목적은 지금까지 헌법위반

이라고 간주되왔던 ‘집단적 자위권’

을 합헌이라고 강변함으로서 세계 

각지에서 자위대로 하여금 미군의 

후방지원, 즉 전쟁의 병참의무를 수

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면서 “일본

국헌법의 평화주의를 우리 손으로 

되찾고 그것을 통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이 법안에 절

대 반대한다”고 했다.

더불어 메이지대는 “정부, 여당

이 다수 의석에 의지하여 헌법 위

반임이 분명한 이 법안의 강행체결

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국이 열린 대화를 통한 민주적 합의

를 지향하는 나라이기를 강력히 바

란다”면서 “그동안도 소홀히 취급

되어왔던 헌법의 평화주의가 더욱 

무력화되어 일본이 다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존재가 될 수

도 있는 상황 전개를 우리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대학 지성들의 

자각을 일깨워 26일 100개 대학 교

수들이 공동으로 일본 아베 정권의 

‘안전보장관련법안’ 강행 반대 집회

를 열기도 했다.  

“일본 최초 기독교대”
아베 안보법 반대 성명

전국 100개 대학 
반대집회로 이어져 

“교회 떠나기 전에”
셰인 아이들만 목사 … 5가지 질문 먼저 해봐야

재정난 속 관련조직 구조 조정

미래에 번창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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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어스교회(Let Us Church)가 

지난 8월 16일 오후 4시 치노에서 

창립됐다. 구본관 목사가 개척하는 

이 교회는 예수교미주성결교회 미

주총회 서부지방회 소속이다. 

담임 구본관 목사는 성결대학교

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주사대학

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 중이다. 

이 교회는 주일 오후 2시에 주일예

배, 금요일 오전 10시에 성경공부,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지역사회 

봉사를 한다. 문의: 972-561-0300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긴 마

라톤 협상을 통해 남북 공동 합의문

이 도출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

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때 우리는 

데스밸리 폭염을 뚫고 8,138피트 고

지를 지나, 이른 아침 37도의 살을 

에이는 추위에도 중단 없이, 맞바람

이 온 몸을 휘감을 때조차 남북 통

일을 기원하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 있고 값지게 성공적으

로 완수 되었다.” - ACCC Cycling 

Project 페이스북 

철인 3종 경기 선수 문영용 목사

가 남북 통일의 소망을 안고 8월 27

일, 워싱턴 주 타코마에 무사히 도

착했다. 지난 16일 캘리포니아 주 

부에나팍을 출발해 12일 동안 네바

다 주, 오레곤 주를 거치며 미 서부 

1,250마일을 종단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한 감사한

인교회에서 지원한 차량은 문 목사

와 동행하며 문 목사를 보조했다.  

그리고 매일의 상황을 SNS에 올려 

성도들과 나누었다. 성도들은 예배 

시마다 문 목사의 상황을 전해 듣고 

“후배들 학업 격려위해”

캘리포니아 부에나팍 감사한인교회에서 출발한 자전거 종단이 워싱턴 주 타코마 중앙선교교회에서 끝났다.

오렌지카운티(OC) 교계가 OC한

인회관 건립을 위해 1천 달러를 기

부했다. OC 교계 5대 단체가 연합

해 지난 8월 15일 개최한 광복 70주

년 기념예배에서 나온 헌금 전액이

다. OC교협·목사회·원로목사회·장

로협·평신도연합회는 31일 오전 11

시 OC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해 이를 

전달했다. 

OC 교계 지도자들은 “교계가 교

회의 담을 넘어 한인사회와 적극 소

통하며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하고

자 이번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가등 한인회장은 “한인회

관 건립에 대한 교계의 적극적 관심

은 지역사회 발전과 연합에 큰 의미

가 있다”면서 “한인회관 건립에 더

욱 박차를 가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동석한 교계, 사회 지도자들

은 약 1시간 동안 한인사회의 현안

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은 

현재 30만으로 추산되는 OC 한인 

인구를 섬기기 위해 450여 한인교

회와 한인회에 주어진 과제가 많다

는 데에 동의하고 이번에 건립될 한

인회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했다.

한인회관 안에는 300-500여 명 

수용이 가능한 강당을 포함해 다민

족들과 한인 차세대들에게 한국 문

화를 알리고 전수하는 다양한 시설

과 단체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한

인들을 위한 영사 업무 및 각종 행

정 서비스도 유치해 한인들에게 편

의를 제공한다. 특히 이곳에는 교계 

단체들과 한인 청소년, 노인 단체들

도 들어설 예정이라 큰 관심이 집

중된다.

한인회는 현재 500만 달러 선에

서 건립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며 풀

러튼, 부에나팍, 스탠톤, 얼바인, 가

든그로브 등이 대상지로 꼽히고 있

다. 현재까지는 약 80여 만 달러가 

모금된 상태다. 

문영용 목사 1,250마일 자전거 완주

총동문회장 강신권 목사 미주장신에 2천 달러 장학금 전달

OC한인회관 건립 위해 힘모아
OC교계 단체들 …1천 달러 OC한인회에 전달

(완쪽으로부터)곽재필 목사회장, 최승구 원로목사회장, 윤우경 평신도연합회장, 김가등 한인회장, 김기동 교협회장, 

김종대 장로협회장 겸 한인회 이사장, 이영헌 한인회 부회장 

함께 기도했다. 포틀랜드에서부터

는 김영길 담임목사도 지원 차량에 

탑승해 문 목사와 함께 했고 타코마

에서 종단 완주의 기쁨을 누렸다.

문 목사가 도착한 타코마 중앙선

교교회에서는 당일 저녁 감사예배

를 드리고 축하 리셉션도 하는 등 

기쁨에 동참했다. 한편, 이번에 답

지된 후원금은 중독자를 치유하고 

선교하는 길갈 미션 감사의 집에 기

부된다.                     

 김준형 기자

통일소망… 수익금은길갈미션에 기부

강신권 목사(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재

학생 4명에게 총 2천 달러의 장학

금을 수여했다. 총동문회장인 강 목

사는 후배들의 학업을 격려하는 뜻

에서 사재를 들여 기금을 마련했다 

강 목사는 8월 31일 가을학기 경

건회에서 설교한 직후 곧바로, 박지

혜(학부생), 이윤숙(M.Div.), 장석주

(M.Div.), 최경진(M.Div.)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 목사는 “말

씀을 맡은 자로서 신앙과 지식 위에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라”고 권면

했다.                         김준형 기자

 강신권 목사(오른쪽)가 미주장신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LA 군사랑선교회 구국 평화 기도 모임

“렛어스교회 창립예배”

LA 군사랑선교회(CLMM)가 지

난 8월 29일 오전 11시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구국 평화 기도 모임

을 열었다. 

이 모임은 부회장 차기학 목사

의 인도로 시작돼 회장 김회창 목

사가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

니”(사 60:14-22)란 제목으로 말씀

을 선포했다. 원로 사무총장인 이신

모 장로가 구국 평화 중보 기도회

를 인도했다.   군사랑선교회 구국 평화 기도 모임에서 회장 김회창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구본관 목사와 사모가 지방회장 강양규 목사 앞에서 창립서약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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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마22:39)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

라. 땅에서는 좀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들

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

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

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

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마6:19-21) 

박형만 장로가 서독 광부의 아메리칸 성공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향기로은 나의 인생>에 친필 사인을 하고 있다.

만희복지재단� 이사장
노인센터� 이사장� � 

그리스도인의 비범한 삶은…이웃사랑 실천

박형만 장로는 서독 광부 출신으

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킨 보기

드문 인물 중 한 사람이다. 

2014년도에 출간된 그의 자서전

<향기로운 나의 인생(부제: 서독광

부의 아메리칸 성공기)>를 보면 그

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

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박형만 장로는 1937년 충남 공주

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 매우 가난

한 가정형편에서 성장했지만 결코 

기죽는 법이 없었다. 모든 일에 최

선을 다  하는 그의 반듯한 성품은 

운동에서도 공부에서도 여실히 드

러났다.

불의를 참지못하는 의협심도 강

해 백제의 계백장군의 피를 물려받

았음이 분명하다고 친구들은 말하

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친화력

이 좋았던 박 장로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많이 따라붙었다. 그의 타

고난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대목들

이다.

그런 그가 가족의 가난을 청산하

고자 다니던 건국대학교(정치외교

학과 2년 수료)를 중도 하차하고 과

감하게 서독 광부행을 결정했다. 그

리고 1964년 제2진에 선발되어 서

독 루르 엔센광산으로 떠났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그날 하염

없이 눈물만 흘리던 어머니를 지금

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아니, 가슴

이 미어진다고 한다. 박 장로의 나

이 올해로 벌써 78세인데도 말이다. 

그는 그 마음이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이라고 입술을 깨물며 말한다. 

어쩌면 오늘날 그가 만희재단을 설

립하여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도 다분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

문인지도 모른다. 

만희재단 명은 박 

형만 장로의 '만'과 

그의 부인 이숙희 권

사의 '희'를 따서 만든 

재단 이름이다. 

그의 서독 광부행

은 지긋지긋한 개인

의 가난청산이기도 

했지만 국가의 가난 

청산을 위함이기도 

했다. 그 당시 고 박

정희 대통령과 고 육

영수 여사의 방문으

로 말할필요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않고 울었던 눈물은 바

로 '사랑'의 눈물, '애국'의 눈물이었

다고 박 장로는 말한다.  

그 가난을 청산하기 위해 박 장로

는  사선을 넘나드는  1킬로미터 이

상의 깊은 갱도로 매일같이 출근했

다.  심지어는 하루에 2가지 직업을 

뛰면서까지 근검절약하며 돈을 모

으기 시작했다. 어린시절부터 어머

니로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아온 정

직함과 근검절약이 몸에 뱄기 때문

이다.  

그런 그가 그 당시 서독 간호원으

로 와 있었던 현재의 이숙희 권사와 

결혼을 약속하고 1967년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이곳 미국으로 건너왔

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이뤘다.

현재, 박 장로는 남부럽지 않은 

부를 축적했다. 이 지역 제일가는 

부자 중의 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부가 그냥 이뤄진 것은 

결코 아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소유 아파트가 수십채인 

지금도 그는 메니저에서 플러머까

지 일인 다역으로 항상 바쁘다. 그

것이 그의 '아메리칸 드림' 성공의 

비결이다.

4.29폭동을 몸소 경험하고, 사랑

하는 첫 아들을 교통사고로 3살에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아들못지 않

은 딸 넷으로 그 빈 자리를 메워가

며 달려온 인생, 이제 그가 관심두

는 것은 하나님 사랑 실천밖에 없

다. 불신자인 박 장로를 끝까지 인

내하며 인도해 준 부인 이 권사의 

신실한 모태신앙의 기도응답인지

도 모른다. 현재까지 박 장로는 두 

개의 교회당을 건립하여 양도했고, 

현재 섬기고 있는 은혜성로원교회

도 박 장로가 마련하여 하나님께 헌

납한 곳이다. 

그리스도의 '이웃사랑' 실천은 만

희재단을 통해 고향 공주의 어려운 

지체들과 장애우들을 섬겨가고 있

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그는 흥분

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비행기에 오

른다. 그들에게 줄 사랑으로 그들에

게서 받아오는 사랑이 더 많은 기쁨

이 그리워지기 때문이다. 

현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노

인센터도 박 장로가 이사장으로 취

임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활기를 

더해 가고 있다. 

이민사회도 피해갈 수 없는 실버

세대가 점차 늘고 있어서 노인센터

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박 장

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사물놀이교

실 등 2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월

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있

다. 실버세대 위로의 장을 넘어 이

민 1세와 2-3세 간의 가교역할로

서의 노인센터는 박 장로의 또다

른 '아메리칸 드림', 그리스도인의 

비범한 삶, 이웃사랑 실천의 꿈이기

도 하다. 

    이영인 기자

그리스도인의 비범한 삶은 자신을 비우고 순종할 때 가능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 나누고 베푸는 이웃사랑 실천에서

만희복지재단은 생명 살리는 내 인생의 예수사랑 실천무대

노인센터는 이민 1세와 다음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래

∥그리스도인의 향기

박� 형� 만� 장로�(은혜성로원교회�)� 

박형만 장로(맨 왼쪽)는 주일 대예배에서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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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문화사역 단체인 원하

트 미니스트리(대표 피터 박 목사)

가 주최하는 제3회 씨씨엠 루키 본

선대회가 지난 8월 29일 오렌지카

운티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

성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본선 진출자는 총 8명이었

으며, 대상 장슬기, 금상 트레폴드 

코드 트리오(첼로, 피아노, 보컬), 은

상 에스라, 동상(인기상) 정명훈에

게 각각 돌아갔다.

 심사위원으로는 아메리칸 아이

돌의 보컬 트레이너이자 저스틴 비

버의 보컬 선생으로 유명한 데이브

도 함께했는데, 참가자들의 수준높

은 실력과 열정에 찬사를 아끼지 않

았다. 

이영인 기자  

PCUSA(미국장로교)에 속한 한 

한인교회가 교단의 동성결혼 정책

과 자유주의화에 반대하며 모든 재

산을 포기하고 교단 탈퇴를 결의했

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시온장로교

회는 지난 8월 30일 공동의회 결과, 

성도 97%의 찬성으로 교단 탈퇴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교회가 잃

게 되는 재산은 적어도 300만 달러 

이상된다.

PCUSA에 속한 교회는 교단 탈퇴

시 재산은 교단에 귀속되고 노회가 

처분권을 가진다. 하지만 각 노회마

다 “은혜로운 결별 정책(GDP)”을 

수립해 성도 절대다수의 찬성, 선교

분담금 납부를 포함한 몇 가지 조

건만 충족되면 재산을 유지하면서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길을 열

어 놓았다.

그러나 이 교회가 속한 새크라멘

토노회는 지난 5월 정기노회에서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재산을 유지

한 채로는 교단을 탈퇴할 수 없도

록 원천봉쇄했다. 현재 미주 전역에

서 동성결혼 문제로 인해 교단 탈퇴

가 가속화되자 일부 노회들이 GDP

를 수정하고 있는데 새크라멘토노

회는 가장 강력한 수위로 GDP를 개

정한 경우다.

성도 다수가 교단을 떠나기로 할 

경우에도 교회 재산은 노회에 처분

권이 주어진다. 만약 교단을 탈퇴하

자는 측과 잔류하자는 측이 첨예하

게 대립할 경우에는 노회가 이를 교

회 분열로 판단할 수도 있다. 

시온장로교회의 이철훈 담임목

사는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 물

결이 거세어져 성경의 말씀을 버리

고 결혼의 정의를 바꾸어, 죄를 죄

가 아닌 것처럼 결정한 교단과 믿

음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는 “그동안 눈물과 땀으로 지은 성

전과 교회 재산을 빼앗기더라도 하

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

겠다고 한 교인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또 “청년들과 EM, 자녀들까

지 300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어디

로 가야할지 아직 모르나 우리는 배

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공동의회 결과를 노회

에 보고할 계획이며 노회와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타 교단으로 이명하

게 된다. 이 목사는 현재 ECO(복음

주의언약장로회) 가입을 당회 차원

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크라멘토노회에 속한 한

인교회 가운데 수도한인장로교회

도 교단 탈퇴를 논의 중이다.

김준형 기자

“모든 재산 포기 PCUSA 탈퇴”성도 97% 찬성

새크라멘토 시온장로교회가 교회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PCUSA 탈퇴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제3회 씨씨엠 루키 본선대회”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가 주

최하고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대표 

박영심)가 주관한 ‘호스피스 세미

나’가 2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LA한인회관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가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는 한인 

사회의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관심

과 이해를 말해주었다.

먼저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의 호

스피스 주치의인 김영선 박사는 어

떤 환자가 호스피스 케어 대상 환자

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 대상자는 말기 암 환자 등과 같이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6개월 미만의 

시한부 진행성 질병 등의 호스피스 

진단을 받은 환자, 그리고 가족과 상

의 후 통증 및 증상 완화 치료를 선

택한 환자 등이다.

김정아 간호사는  어떤 호스피스 

서비스가 있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간호 서비스, 영적 상담 서비스, 의

료 사회 복지 상담 서비스, 신속한 

장례절차서비스, 임종전후 서비스 

등 알면 유익한 다양한 종류의 호스

피스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미국사회의 특성상 호스피

스 환자가 집에서 임종을 맞을 경우 

경찰이 관여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

하게  됨으로, 반드시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를 받아 예기치 않게 발생할 

번거로운 일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주자은 사회복지사는 장례준비 

절차나 지역사회의 서비스연계, 기

타 서류작성 등의 도움을 주는 서비

스에 대해 설명했다.

그 외에  원목 이은수 목사는 환자

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영적 서비스

에 대해, 자원봉사자 지니 신은 호스

피스 케어 자원 봉사활동 등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끝으로 박영심 대표는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는 환자에게는 고통없

는 편안한 임종을 도와주고, 그 가

족에게도 물질적 심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라며  치

료불가의 호스피스 진단을 받은 환

자들은 꼭 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

을 권유했다.  

한편,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는 메

디케어, 메디칼, 개인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받는 

동안에도 소셜혜택에는 전혀 영향

을 주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

는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대표인 박

영심 간호부장(213-700-6989)에

게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LA한인회 주최 ‘호스피스 세미나’에서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의 박영심 대표가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씨씨엠 루키 본선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모여 수상자들과 함께기쁨을 나누고 있다. 

대상 장슬기, 금상 트레폴드 코드(트리오), 은상 에스라, 동상 정명훈 

“편안한 임종 도와드려요”

새크라멘토 시온장로교회…하나님 말씀 붙들고 타협 않겠다

LA한인회 주최…호스피스 케어 서비스 알면 유익

정신건강세미나
일시: 9월 24일(목) 오전 10-12시

장소: 미주평안교회

주제: 마음의 감기 우울증, 

         연령별사례와 대처법

주최: LA카운티정신건강국

일시: 9월 19일(토) 오전 10-오후3시

장소: 굿사마리탄병원

주제: Love of Sharing

주최: 오픈청지기재단

후원: 오픈뱅크 

비영리단체박람회 



당시 로마제국은 세계를 장악해서 부귀영

화를 누리며 부하고 강한 국가를 형성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 했었습니다. 그런 로

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습

니다. 그 교회에 바울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적인 소망에 애타는 권면

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 영적예배: 사도바울의 애타는 권면

1절에 사도바울은 구원 얻은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

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하노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명령한다’는 것과 ‘호소한다’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

도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 단호한 명령과 

애타는 호소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

다. 이를 통해 사도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

도들과 교회를 얼마나 기대 가운데 사랑하

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땅 위에 많

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자들이 

양떼를 두고 그 영혼이 기어코 천국 들어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에 이렇게 ‘파

라칼레오’라고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간청

하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명령은 ‘너희 몸을 하나

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

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제사를 드려

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대신 죽을 양을 

준비하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자신의 죄

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는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뽑아서 성막 휘장에 우슬초로 뿌

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제사를 드

린 자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

원히 속죄 받을 때까지 임시로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제물은 다 

죽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양, 소, 염소, 

비둘기까지도 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

물이 되어 끝나 버립니다. 하지만 신약시

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 몸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죄가 용서

된 후 성령을 파송해 주시어서 성령이 내

게 인치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

는 과정에 내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

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육체

의 남은 때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인 소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 조건에 빠져 얽매여 살지 말고 영적

인 소망과 그 성과를 목적으로 살라는 말

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로기케’라는 말인

데, 그 어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하

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

나님의 말씀대로 살다보니까 예수님을 닮

아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활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의 생활 모든 분야에서 내가 

얻은 구원의 영적 소망의 신령한 기쁨을 

주변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2. 성도의 삶의 자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2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사는 자들

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

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

다. 타락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으로 확실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바뀌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

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을 분별하여 행할 

때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

도 더욱 깊어지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

나님의 대접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대접이 달라지지 않

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

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얼

마나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야 합니다.  

3-5절을 보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예수님

의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

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을 이루는 것은 성도

들입니다. 성도라고 함은 성령을 받아 구

원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성령 받은 성도들만이 머리되

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몸을 이

루는 지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직분을 받아 끼어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머리 되신 예수님과 통하지를 않

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죽어 있는 부분, 썩어 있

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

리는 교회 안에 조직을 신중히 세워야 합

니다. 모든 조직은 영적 예배를 위하여 교

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받들고 영적 예배

로 쓰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조직

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만 조

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 다양한 은사로 세워져 가는 교회

6-9절에 교회 구성원들은 제각기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하지만 그 각각의 은사

는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영적 기술과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권

세와 능력으로 선포하게도 하시고, 또 맡

기신 양떼가 병이 나서 고통 가운데 있으

면 하나님이 목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즉석에서 낫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영적체질신앙

이 있어야 하지만, 또한 각자가 받은 은사

는 다양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있

고,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를 열

심히 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기도해 줘서 병 낫게도 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로 교회가 조

직을 이루게 되면 그 교회는 전도와 선교

를 통하여 구령성과가 더 넘치는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11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

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즉, 같은 성령 받

아 구원을 얻은 형제, 자매는 영적체질신

앙으로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피차 간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분

이 원하시는 성과를 위하여 이해하고 협동

하는 일에 합심 전력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주되신 

예수님의 소원을 더 잘 이루어 드리기 위

하여 피차 자기 입장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입장을 따라 영적인 성과와 또 그 영광스

러운 결실의 소망을 목적으로 합심전력 하

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소망 중에 즐거

워하고 환란 중에 참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들은 더 대적하고 훼방하

며 여러 모양으로 핍박하고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만 들락거릴 뿐이지 영적인 것에 대하

여 전혀 소망 없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

탄 마귀가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가치도 모르고 소망도 없

는 자이니 언제라도 사탄이 이용해서 교회 

가운데 환란풍파를 일으킬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 받은 사람은 원수마귀들로

부터 중상모략과 행패와 핍박과 환란을 받

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그것을 맞서 

내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와 함

께하시는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께서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기도 응답이 보장되어 있

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마주대하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도

할 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게로 향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

님과의 관계는 마주보고 사는 것이 됩니

다. 항상 하나님과 마주보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 살았던 것

이 생각나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생각, 말,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영적 예배를 위한 생활이 되도

록 새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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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한

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오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한다.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자주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 새로

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한동안 아

주 흥미롭고, 함께 하는 기쁨이 있

으며, 서로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된

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서히 그의 

약점과 단점을 발견하게 되고, 급기

야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존 

오트버그 지음>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Every-

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이다. ‘당신이 그들을 

알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정상이다’

라는 의미이다. 

재미있는 말이다. 이 말은 ‘당신

이 그들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은 

비정상이다’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조금 깊이 알게 되

면... 나와는 너무나 다른, 어떤 면에

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

을 알게 된다. 그러다가 서로 상처

를 주고받게도 되고, 어느 날부터는 

서서히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우

리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이 책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비

정상적인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비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3:23).

죄인이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죄인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

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법이며,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당연히 힘

이 든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나도 비정상

이라는 것이다. 내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나 또한 죄

인(비정상)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

이 회개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

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

이시다. 이 두 가지, 즉 모든 사람

이 죄인이며 나 또한 죄인임을 인

정해야 비로소 정상적인 관계가 회

복된다.

신앙생활은 관계의 훈련이다. 가

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더 나

아가서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

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모

든 사람은 비정상적이다. 그런 사람

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

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

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

라”(요 13: 34-35).

어디 정상인 사람 없나요?

한  천  영  목사

갈릴리선교교회

말의 다이어트

얼마 전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가 

눈을 대고 보는 작은 유리(View-

finder)에 먼지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 번 사진을 

찍고 보니 다행히도 사진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진을 찍

으려고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에 붙

어 있는 크게 보이는 먼지들로 인

하여 신경이 쓰였다. 멋있는 풍경

이 그 먼지들 때문에 멋지게 보이

지 않았다. 

전문가에게 보냈어야 했지만 용

기를 내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앞에 붙은 렌즈를 카메라

에서 분리하고, 조심스럽게 먼지

가 있는 곳을 찾아보았다. 먼지가 

붙어 있는 곳으로 가기까지는 2개

의 작은 유리(Sensor)를 빼내야 했

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 모두들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

무 것으로나 닦으면 안 된다고 한

다. 그 말을 기억하며 더욱 조심히 

먼저 한 개의 센서를 빼내고, 두 번

째 센서를 빼다가 그만 실수로 카

메라를 작동시키고 말았다. 카메라 

안에 나사들을 빼놓은 상태에서 기

계가 움직인 것이다. 식은땀이 흘렀

다. 많이 망가졌으리라 생각하면서 

마지막 센서를 빼내었다. 아니나 다

를까, 그 유리에는 크고 작은 먼지

들이 붙어 있었고, 안타까운 것은 

기계가 움직이면서 얇은 센서에 깊

은 상처를 내고 말았다. 다시 조립

해서 원상태로 만들어 놓았지만, 사

진을 찍으려고 카메라에 눈을 대면 

이제는 먼지가 아니라 큼지막한 상

처 3개가 자리를 잡고 시야를 가렸

다. 아주 작고 얇은 유리였지만, 그 

유리 센서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

던 그 카메라로서는 더 이상 카메

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풍경의 아름다움을 그

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났다. “내 아들아 내 말

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

자처럼 지키라”(잠언 7장 1-2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

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지만,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살

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하다. 바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없고,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한

다. 그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

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

욕에 싸여 있을수도 있고, 순결한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눈으로 삼

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

갈 때에 방황하지 않고 푯대를 향

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될 수 있

는 것이다.

결국, 수소문해서 새 부품을 어렵

게 구입해서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눈과 같은 센서를 새 것으로 

바꾸면 이전과 같이 아름다움을 마

음껏 사진에 담을 수 있으리라 기

대해 본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떠한가? 

혹시 많은 상처로 인하여 온전하지 

않은 눈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가? 

잘 닦지 않아서 흐릿하지는 않는

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

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로 서서 주

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더 망가져 버린 카메라

요즈음 우리 시대에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성인병을 갖게 된다. 많

이 먹으면서 체중을 조절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니 저절로 찾아오

는 것이   병이다. 오십도 되기 전에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  뇌졸증 등

이 걸려서 이제라도 집에서 다이어

트하려고 표어까지 만들어 붙여놓

고 다짐을 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 같

지는 않다. 그래서그런지 요즘 건강

상식프로그램이 인기다. 음식을 잘 

골라 먹어야 오래 산다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생명에 위협이 찾아온다. 왜냐

하면 먹은 대로 몸이 형성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몸의 다이어트 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말의 다이어트라고 생

각한다.

음식은 몸을 만들지만 언어는 우

리 인생을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까

지 내가 한 말들이 지금의 내 인생

을 만들었음을 인식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히 말을 아끼고 점검

해야 한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이라면 그 이유는 더 명백해진다. 하

고 싶은 얘기를 다 표현하고 내 마

음 먹은대로 소리낸다면 과연 참다

운 인격자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말을 다이어트 한다는 말은 말을 

잘 골라서 덕스럽게 하라는 말이다. 

필자 자신도 목사로서 말을 조심스

럽게 한다고 하긴 하지만, 어느 때는  

자신도 모르게 말이 함부로 튀어 나

올 때가 있다. 순간 깜짝 놀라고 만

다. “아...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이

렇게 되는구나...사람이 무섭구나!”

부끄러운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

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한

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주여 제 입

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주여 

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짖어 주옵소

서! 주여 평생 복된 말, 감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격려하는 말들만 하

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

에 매 순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

님앞에 서게 된다. “그들에게 이르

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

14:28)

하나님은 우리가  속삭이는 말, 마

음에 있는 말, 밤에 남 몰래 하는 말, 

지하에서 하는 말, 화장실에서 하는 

말, 자동차 안에서 하는 말,  가정에

서 하는 말,  친구들끼리 하는 말 등 

모두 아신다. 그리고 무익한 말일지

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마12:36)

자! 그렇다면 몸의 다이어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실한 말의 다이

어트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지 않

을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시

작하자. 

나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 세상

을 살리는 것이 나의 혀에 달려 있

다. 축복과 사랑, 감사와 용서, 이해

와 은총의 말을 하기로 매일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자. 저절로 웃어지고 행복이 전염

되는 천국이 시작될 것이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

4:29). 말의 다이어트로 천국을 확

장하는 우리가 되자. 

김  성  민  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정  우  성  목사

남가주광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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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에 씨에라리온 칼라

훈 국경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

스'는 아직도 이들에게 두렵고 무서

운 존재로 삶 깊숙이 스며들고 있

다. 단 한 명의 발병자로 인하여 씨

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는 지난 

2년 동안 수 천명이 죽어갔고, 수 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 

왜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아프

리카에 이같은 큰 고통이 주어졌는

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저 말라

리아처럼 가볍게 생각한 바이러스

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모

든 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때도 있었

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잊혀

진 먼 나라의 이야기지만 아직 이곳

은 그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다. 

그동안 긴 어둠의 터널을 나온 이

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서 마음

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우리

가 다시 이 땅을 밟으니 너무나도 

큰 환대와 환영을 받았다. 우리에게

는 당연한 일이 이들에게는 그저 고

마울 따름인 모양이다. 아직도 많은 

선교사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가장 '에볼라'가 심

각했었던 7월부터 이들에게는 생지

옥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보도상으

로, 시신을 집에 숨긴 일도 이들에

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먼저 사람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

에 가서 에볼라 감염 검사를 받아

야 했다. 물론 가족들은 당연히 함

께 예비 보균자로 분리되어 일체의 

사회 활동을 할 수 없고 격리가 이

루어졌다. 그 환자가 보균자로 확증

이 되면 반경 1킬로미터정도 되는 

마을은 모두 갇히게 된다. 마을 주

변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군인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에 들어간다. 

환자가 발생한 집의 모든 집기들은 

소독을 하거나 불살라 없어진다. 그

나마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되지 않

는 살림살이가 모두 불길에 휩싸이

고 마는 것이다. 그 누구도 반항할 

수 없고 따지는 사람들도 없다. 

환자가 많이 발생한 시기에는 환

자가 죽으면 바로 묻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 죽으면 무조건 숨기기 시작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 가는 

길을 혼자 외로이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에볼라가 가장 심각

한 시기에는, 많은 사망자를 감당하

기 어려워진 관계 당국이, 굴착기로 

땅을 파고 포크레인으로 사망자들

을 땅속에 그냥 묻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족은 아무도 참관할 수 없었고 

설령 경찰에게 돈을 주어도 멀리서

만 그저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실정

이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시신

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기 위해 시

신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기나긴 내전을 겪고 이제 겨우 

안정을 찾은 이들에게는 내전과도 

같은 고통이 엄습했다. 자신의 가족

이 어디에 묻힌지도 모르고 정부로

부터 그저 죽었다는 통보를  받는 

것이 전부였다. 혹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무지하여 그렇게 했을 것이

라 여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며 동일하

게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자식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자

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

다 함께 삶을 나눈 가족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열이 나

도 다른 곳이 아파도 병원을 가기 

두려워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은 자

들도 많다고 한다. 

혹 주변 사람들이 신고하여 병원

에 가도 에볼라 검사를 받는 데만

도 5-7일이 결렸다. 갑자기 들이닥

친 이 바이러스를 검사할 시약이 없

었기 때문다. 

유엔에서 지원하는 약품이 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것이 

다시 환자들에게 활용되는데 또한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세계 각국

에서 책상에 앉아 회의할 때 이들

은 외로이 병실에서, 복도에서, 거

리에서, 그리고 어두운 집에서 외롭

게 죽어갔다. 

초기에 정부에서 '에볼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하

지만 정부는 '에볼라'를 숨기기에 급

급했고, 그 후 통제가 불가능할 때 

비로소 이 무서운 질병을 알렸다고 

한다. 

더욱이 지방에서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었고, 그들이 치료를 위

해 도시로 들어와 씨에라리온의 수

도인 '프리타운'은 무방비 상태로 에

볼라에 의해 강타 당한 것이다.  

보균자와 그를 치료한 가족, '에

볼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문병을 

다녀간 자, 그리고 그 가족과 친구

들 …………. 인구의 1/4이 살고 있

는 도시는 인구의 밀집 현상으로 걷

잡을 수없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갔

다. 말라리아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

기에 이들은 그저 가벼운 감기정도

로 가볍게 여긴 것이 분명하다. 아

무도 이 '에볼라'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경찰이 보균자를 잡아 가둔다는 

소문이 돌자 다시 환자들은 지방으

로 달아났다. 이렇게 반복된 정부와 

보균자들 간의 추격전이 온 나라가 

'에볼라' 감염지역이 되는 비극을 만

든 것이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검

사를 받아야 했고 경찰서의 허가증

이 있어야 하며 한 명이라도 환자가 

발병한 마을은 모든 것이 통제 되었

다. 마을로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어 생필품이 바닥나면 돌보지 못

한 아이들은 굶주림으로 사망했다. 

또  극심한 가난으로 몸을 파는 어

린 아이들도 생겨 났다. 

지금 이 땅은 '에볼라'로 인해 경

제가 적어도 10년은 뒤쳐진 상태라

고 한다. 아직도 식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막혔던 국경이 열리고 생필품

들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다시 예전

과 같은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애를 쓰고 있

긴 하다. 하지만 아직도 부정 부패

가 만연하여 유엔이나 세계 각국에

서 지원된 자원들이 많이 없어졌다

는 소식도 들린다. 

아픈 자들을 위해 보낸 구호품들

이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았다. 모

든 국민이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에도 부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

익만을 쫒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주는 안식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은 

그들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에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해답이 이곳에 와 보니 

알 것 같다.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

났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

와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

했다. 우리 지교회들도 '에볼라'로 

인해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

지만 그 고통을 딛고 더 많은 부흥

이 일어나고 있다. 고난이 있는 곳

에 은혜도 크다는 말씀이 실제가 되

었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

이 이곳에 계신다. 그들에게 위로와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계신 것

이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지라

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 세상의 

어둠은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고 막

막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

할 때 주님도 함께 괴로워하심을 우

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지쳐 쓰러

져 눈물 흘릴 때에는 주님도 같이 

울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삶에서 말없이 가슴으

로 느껴지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결

코 끊어지지 않는, 말로 다 할 수 없

는 사랑이 우리의 시련을 이기게 하

신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

다. 그 고통에도 유익이 있다는 사

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

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주

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하

나님께는 의미있는 일이었다. 우리

의 삶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

이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이 아닐까 

생각한다. 긴 터널을 통과하고 밝은 

빛을 볼 때 그곳에 주님이 서계실 

것을 믿는다. <계속>

                      정리 이영인 기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
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
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
어 올리시리이다” 
(시71:20) 

에볼라가 할퀴고 간 아픔의 자리, 그 곳에서 

그들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하

기 시작했다. 교회에 부흥이 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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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라리온 

김성림 선교사

 잊혀진 에볼라 고통위에 임하는 교회부흥(상)

웹사이트: jesusmission7.org

이메일: goafrica7@gmail.com 



제 497호 2015년 9월 3일 목요일 9국        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릭 샌토럼 전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 바비 진달 루이

지애나주지사,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의 

보수 논객 벤 카슨 등, 공화당 대선 후보 

4명이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각) “대통

령이 되면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

화 판결을 뒤집고 전통결혼을 회복하겠

다”고 서약했다.

그러나 젭 부시 전 플로리다주지사나 

스콧 워커 위스콘신주지사 등 공화당 핵

심 대선 후보들은 서약에 참여하지 않

았다.

동성결혼 반대운동을 펼쳐온 ‘전국

결혼협회’(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는 이날 17명의 공화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4명이 자신들이 주관한 

서약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서약은 “대통령이 되면 합법적 결

혼을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하

고, 전통적 결혼을 찬성하는 이들이 차

별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지

난 6월 26일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뒤집

고 헌법에 입각한 결혼의 의미를 구현할 

판사를 지명하는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동성애자의 권리 정책을 재검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결혼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

합이라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또

는 협박을 받은 사례를 조사·공표하도

록 법무부에 지시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 단체의 브라이언 브라운 회장은 성

명에서 “대통령 선택에 있어서 누가 결

혼의 진정한 옹호자인지는 중요한 기준”

이라면서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

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터무니 없고 

정당성 없는 결정을 뒤집기 위해, 전통

결혼을 지지하는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 A  지 역 
[1면으로부터 계속] 1. 교회 내 지도

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인정하는가?

만약 목회자들, 교사들, 설교자들이 하

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할 경우, 반드

시 이러한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비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지닌 것이 아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고려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말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백성을 멸망으

로 이끄는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

각이 어떠하신지 알 수 있다.   

목회자의 연구나 가르침이 더 이상 하

나님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고 있거나, 교

회가 율법주의와 타협에 의존하고 있다

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기도해야 할 문제다. 성

령이 인도하시는 가르침은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며, 율법주의와 타협은 교회의 

영적 생명을 메마르게 한다. 

만약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견

고하지 않다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성

경적인 근거가 된다. 

2. 하나님의 영이 진정 당신이 교회를 

떠나도록 이끄시는가?

시편 32편 8절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

로다”라고 말씀하신다. 

만약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거나, 성경

공부가 재미없거나, 교회가 시시하게 보

이거나, 교회 안에 율법주의와 정죄가 자

리하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억눌려 있

는 것일 수 있다. 성령께서 내면을 다스

릴 수 있는 힘을 얻으면 더 많은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성령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

정한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 이 일 또는 저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 경우, 자신이 매우 부족한 결정을 내

렸음을 발견하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났

는가? 성령이 아닌 인간의 본성, 교만, 감

정들에 이끌린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도 결혼, 이사, 교회를 떠나는 문제에 있

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종의 마음이 없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겸손함을 

갖지 않은 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믿

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깜짝 놀

랐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

록 지도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3. 교회를 떠나는 것이 지역교회 성도

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사회적인 결과를 

낳는다. 누군가 교회를 떠날 때, 우정이 

끝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새 신자나 다

른 이들이 실족하거나 혼란에 빠질 수 있

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

한다. 이들이 누구에게 물어 보느냐에 따

라, 안 좋은 소문이 나서 교회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내가 교회를 떠날 때,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가능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의 말 대신 좋은 말을 남기

는 것이 좋다. 

도전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

회를 떠나는 이유를 알리고 싶기 때문이

다. 우리의 죄성은 다른 이들을 끌어내리

고 싶어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나아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 된 공

동체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입을 조심해

야 한다. 독선은 설 곳이 없다. 그러나 교

회 내의 부패나 속임수를 감추라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다.

4. 교회를 떠나는 것이 가족들에게 어

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남편의 행동이 가정의 

안정을 결정한다. 만약 회사가 망한다면, 

회장이 책임을 진다. 팀이 실패하면, 코

치가 책임을 진다. 가족의 영적인 건강이 

악화되면, 아버지의 책임이다. 

당연히 가정의 실패를 경험한 남편들 

중에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영적 지도력

은 매우 필요하다. 미국은 이를 절대적으

로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성경공부와 교회 출석, 기

도를 권유하는 경우는 아내다. 남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지도자로서 역

할을 잊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과 가족의 

영적 성장과 건강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투자는 없다. 

만약 가정이 교회 내에서 성장하지 않

거나 교회가 최고의 환경으로 보이지 않

을 경우, 아버지(부모)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부

분적으로 나의 잘못인가? 집에서 내가 

어떤 모델이 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가족의 영적 건

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교회

를 떠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5. 소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진 않

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냥 

교회가 지겹다”이다. 때로는 이러한 말

이 교회를 떠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

과적이지만, 더욱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음식을 먹고도 자

라지 않는데 다른 이들은 잘 자란다면, 

음식이나 음식을 만든 사람의 문제가 아

니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혹은 교회에서 도

전을 받지 못해 교회를 떠난다고 알고 있

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

리의 ‘소비적인’ 사고방식을 ‘종’의 사고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강혜진 기자

셰인 아이들만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셰인 아이들만 목사 …  5가지 질문 먼저 해봐야

“교회를 떠나기 전에”

“대통령 되면 전통결혼 회복”서약
美 공화 대선후보 4명… 젭 부시와 스콧 워커 등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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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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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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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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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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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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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도 담임목사

LA 선교교회
92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10-9573  / www.mission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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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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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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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12:00
성경공부 오후7:30 (화) 

정우성 담임목사화요집회 오후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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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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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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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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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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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다(Confronting)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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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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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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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T. (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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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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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치과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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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사랑의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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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연제선 담임목사김기섭 담임목사 수요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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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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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나성동산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한기형 담임목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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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건오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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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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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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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윌셔와 윌톤 옆) T.(213)38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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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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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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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톨릭 교인들이 교회 가르침에

도 불구하고 동성결혼과 낙태를 지지하

는 비율이 일반 성인들과 높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7일 공공종교조사연구소

(PRRI)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톨릭 교인들의 60%가 동성결혼에 찬

성한다고 답했다. 조사는 게이와 레즈비

언 커플에게 결혼할 법적 권리가 주어져

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미국 성인들

의 경우 55%만이 찬성했다. 또한, 낙태

를 합법화해야 하는냐는 질문에도 51%

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일반 미국 성인

들은 53%가 같은 대답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5일부터 11일

까지 1,331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

로 실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22%가 가

톨릭 교인이었다. 가톨릭 교인 중 59%

는 백인 비히스패닉이었으며, 34%는 히

스패닉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 가톨릭 

교인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결혼

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 혼돈스

러워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드러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결혼과 낙태

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은 전통적인 교

회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밝혀 

왔다. 그러나 자주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가 동성애를 포용하는 쪽으

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들이 이뤄져 왔다.

이에 미국 보수주의 운동단체인 전

통가족재산학생행동(Tradition Family 

Property Student Action)은 최근 교황

에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을 좀 더 명확

히 천명해 줄 것을 촉구하며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단체 디렉터 존 릿치는 “아일랜드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했고 이제 거룩한 결혼 제도를 보

호할 수 있는 길은 교회의 가르침을 재

천명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성애 혁명

의 거짓들을 밝히는 것이다”며, “젊은 가

톨릭 교인들과 비가톨릭 교인들은 교회

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의 도덕성과 안

정성을 교회가 지켜나가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목자들은 우리를 혼

동시키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

했다.

이 단체의 청원서에는 추기경 5명과 

주교 117명, 다수의 시민 지도자들을 포

함해서 50만여 명이 서명했다.     

손현정 기자

일반 성인보다 지지율 높아 … 동성결혼 60%, 낙태 51%가 찬성 

L A 동 부 , 팜 스 프 링 스 지 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롬비아에 있

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8월 30일 열

린 동성결혼과 낙태 등에 반대하는 집

회 “스탠드 위드 갓, 프로 패밀리 랠리

(Stand with God, Pro-Family Rally)”에 

1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참가했다.

이 집회에는 공화당 대선후보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주)과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 다수의 상원의

원들도 참가해 신앙과 도덕적 이슈에 대

해 목소리를 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우리는 국회의사

당 계단에 모여 있는데 주일아침 같다”

면서 “미국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부흥의 영이 휩

쓸고 있고 미국도 휩쓸고 있다. 미국인

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 태아 장기 거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족계획

연맹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설교단에, 

회중들에게 생명에 대해 전할 것을 요청

해야 하며 투표로 보여줘야 한다. 가족

계획연맹에 대한 재정 지원 철회를 위해 

싸우자”고 말했다.

닉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종교자

유에 대해 강조하면서 “신앙때문에 유죄 

선교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통

제되지 않는 정부 때문에 교회와 종교사

학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 세대 동안 교회에서 가르치

는 것과 다른 잘못된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당하고 있

다”며 “미국의 건국정신이 공격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해, 

자유를 위해, 미국의 건국 정신인 성경

적 가치를 위해 일어나자. 하나님을 위

해 일어나자”고 촉구했다.

집회 주최 측에서는 미국 시민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연방대법원의 판

결은 미국의 50개 주가 가진 주권에 대

한 공격”이라면서 “우리는 동성결혼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복종할 수 없

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집회의 목적

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SBC)

가 번영신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SBC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

어 위원장은 1일 크리스천포스트에 

“SBC는 번영신학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

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번

영신학은 기독교의 또다른 하나의 형태

가 아리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 번

영신학은 오히려 현대판 가나안 다산 이

교(바알신앙)”라고 비판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번영신학

과 대척점에 있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번영신학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

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강과 물질 축복

을 특히 강조하는 신학적 입장이다. 또 

헌금을 많이 하면 더 큰 건강과 물질 축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

조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월드체인저스교회 크레플로 달러 목

사는 세계 선교 명목으로 6,500만 달러

짜리 초호화 전도 전용기를 마련하기 

위해 20만 명에게 각각 300달러(약 33

만 원)씩의 헌금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

킨 바 있는데, 최근에는 뉴스쇼인 “Last 

Week Tonight with John Oliver”에 보

도되기도 했었다.

해당 동영상은 현재 유튜브에 올라와 

6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

로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다.

무어 위원장은 그러나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는 번영신학을 거부해왔다”면서 

“달러 목사의 번영신학은 사악한 마술

과 같고 약자들에 대한 착취”라고 비판

했다. 또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세

속적인 연예인들 같다고 덧붙였다.

무어 위원장은 아울러 고금리대출에 

대해서 “약자들을 착취하는 약육강식의 

전형”이라면서 비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commons.wikipedia.org

“번영신학은 현대판 바알신앙”

美  가톨릭 교인들 ‘동성결혼’ Yes

 美 남침례회… 번영신학 반대 공식 천명해

사우스캐롤라이나…1만여 명 참석 대규모 집회 열려

“동성결혼·낙태 반대 목소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김성민 담임목사이희철 담임목사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교회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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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우 스 베 이  지 역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1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참가했다.

이 집회에는 공화당 대선후보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주)과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 다수의 상원의

원들도 참가해 신앙과 도덕적 이슈에 대

해 목소리를 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우리는 국회의사

당 계단에 모여 있는데 주일아침 같다”

면서 “미국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부흥의 영이 휩

쓸고 있고 미국도 휩쓸고 있다. 미국인

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 태아 장기 거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족계획

연맹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설교단에, 

회중들에게 생명에 대해 전할 것을 요청

해야 하며 투표로 보여줘야 한다. 가족

계획연맹에 대한 재정 지원 철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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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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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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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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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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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dreamumc.com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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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준영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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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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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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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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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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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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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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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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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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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760) 636-2675 / pspkmc.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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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이슬람국가)가 지난 8월 31일(현지시

각) 사람을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충격

적이고 끔찍한 동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IS에 의한 이번 화형은 IS 대원들이 IS 

격퇴전에 참여한 이들에 의해 화형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졌다.

영국 일간 더데일리스타(The Daily 

Star)는 이 동영상이 이날 오전 IS 선전 

조직을 통해 IS와 연결된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동영상에서 시아파 무슬림으로 추정

되는 네 명의 남성은 팔과 다리가 묶인 

채 배와 얼굴이 땅을 향하도록 공중에 

매달려 있고, 아래에서는 불이 피어오르

고 있다.

IS에 맞서 싸우는 군인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IS에 의해 포로로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IS가 그동안 처형했던 인질들

과 똑같은 색깔의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

고 있다.

동영상에서 이들 네 명은 각각 카메라

를 바라보며 자신을 소개하고, IS 격퇴

전에서 자신들이 맡았던 임무에 대해서

도 설명한다.

이어 이들 네 명은 IS 격퇴전에 참여

한 이들이 IS 대원들을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동영상을 시청할 것을 강요당하

는데, 잠시 후에 자신들도 동일한 일을 

당한다. 

특히 동영상에서는 화염이 네 명의 몸

에 닿는 모습을 느린 화면으로 보여 준

다.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들이 죽

기 전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겼다.

IS의 야만적인 처형에 대한 국제사회

의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

인다. 

                                    이혜리 기자

2015년 9월 3일 목요일

O . C . / 얼 바 인  지 역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6,000여

개의 교회가 파괴되고 100여 명의 기독

교인들이 순교했던 ‘인도 오리사 박해’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이 지났다.

이런 가운데 오리사주의 한 주교는 오

리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핍박 이전보

다 더 강해졌다고 밝혔다.

쿠타크-부바네스와르의 주교인 존 바

르와 신부는 피데스 뉴스에 “기독교인들

이 함께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

며, 모두 함께 평화와 정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리사주 기독교인들

의 신앙이 핍박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고 말했다.

바르와 신부는 가톨릭 월드 뉴스에서

도 “끔찍한 폭력을 경험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그리스도

를 향한 사랑에서 강해졌다”고 전했다.

바르와 신부는 또 위협 속에서도 신앙

을 버리기를 거부했던 가족들에 대한 이

야기도 전했다.

바르와 신부는 “핍박 후 이곳 저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 집이 파

괴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은 모두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

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

다’고 말했었다”고 했다.

지난 2008년 8월 31일에 일어난 인도 

오리사 박해로 300여 개의 교회와 6,000

여 개의 가정이 파괴됐으며, 5만 6,000명

의 기독교인들이 졸지에 집을 잃고 홈리

스가 됐다.

또 최소 1명 이상의 수녀를 포함해 다

수의 기독교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다.

이들 힌두교 폭도들은 기독교로 개종

한 인도인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인도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달리트’, 또는 ‘불가촉천민’으로 알

려진 인도 카스트제도 최하위 계층의 힌

두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것

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인도에서 달리트들은 기독교인이 되

는 것을 자신들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

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는 인도 선

교에 좋은 전략적 접촉점이 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폭동에 가담한 힌두교

인들 27명이 체포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

지만, 2명만 법의 심판을 받았다. 

“IS, 사람 산 채로 불태워 죽여”
충격적이고 끔찍한 동영상 공개해 비난 거세질듯

“인도 오리사 박해 7주년”
핍박 이전보다 더욱 더 강해져가는 신앙

나이지리아의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이 약 8천 명의 교인들을 살해

하고 교회를 파괴했다.

프레드렌교회의 새뮤얼 달리 목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다마와, 요

베, 보르노주에 소재한 우리 교회의 70% 

가량이 보코하람에 의해 파괴됐다. 또한 

교인 8천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 치복

에서 납치된 176명의 여학생들도 우리 

교인들”이라고 말했다.

달리 목사는 “나이지리아군이 결국 테

러 집단을 몰아낼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아다마와, 요베, 보르노주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침략을 받아 파괴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수많은 교회가 파괴

되고, 많은 교인들이 살해당했을 뿐 아니

라, 자신의 밑에 있던 대부분의 목회자들

이 실직하게 됐다고 전했다. 

보코하람 대원들은 나이지리아 북동 

지역에서 정부군과 대치하는 한편, 마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

고 있다. 이들은 수백 명의 주민들을 살

해했을 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까지 납

치했다.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북동부 요

베주 내의 쿠쿠와-가리 마을을 공격해, 

최소한 150명의 주민들을 살해했다.

이와 관련, 나이지리아의 부하리 대통

령은 12월까지 보코하람 세력을 쫓아내

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페미 아데시나 언론 담당 특별보좌관

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코하

람이 일으킨 반란의 끝이 목전에 다가왔

다”면서 “대통령은 올해 12월을 보코하

람 척결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에 18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를 12월로 변경했

다. 총사령관으로서 그는 전체적인 상황

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

관에서 부하리 대통령을 만나, 나이지리

아군에 약 500만 달러(약 59억 원)를 지

원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오바마는 부하

리 대통령에 대해 “매우 진실하며, 보코

하람 극단주의자의 척결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칭찬했다.

세계기독연맹(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과 같은 박해감시단체는 보

코하람을 ‘죽음의 숭배자’로 표현하며,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를 척결해야 한다

고 촉구해 왔다.                  강혜진 기자            

“보코하람”
나이지리아 교인 8천명 살해·교회 파괴

인도 기독교인 (사진출처: 빌리그래함전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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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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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빛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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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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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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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익 담임목사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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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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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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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오전 6:0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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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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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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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금요기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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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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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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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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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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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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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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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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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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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김민재 담임목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공동체

예친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11:5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 연합 새벽기도 오전 6:00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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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결과에서 한동

대학교(총장 장순흥 박사)가 최상위

인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동

대는 강제적 정원 감축없이 자율적

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한동대 

측은 “지방의 소규모 사립대학인 한

동대의 A등급 획득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

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로 진행됐다. 100점 만점에 95점 이

상은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90점 

미만은 C등급, 70점 이상 D등급, 70

점 미만 E등급으로 각각 구분했다. 

평가 결과는 A등급 34개교, B등급 

56개교, C등급 36개교, D등급 26개

교, E등급 6개교, 별도조치 5개교 등

으로 나왔다.

이번 평가에서 한동대는 교육 여

건, 학사 관리,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

다. 한동대 측은 “이는 그동안 지속 

추진해 온 교육 특성화 정책의 결

과”라며 “실제 한동대는 지속적 전

임교원 충원과 첨단 강의실 확충 등 

인프라 개선과 창의융합 교육 수행 

등 내실화 추구로 교육의 질을 확보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대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학

사 관리는 대학 사회에서 유명하다

고 한다. 

한동대는 또 NFC 기반의 스마

트 캠퍼스 구축으로 출석·지각·결

석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정확하

다. 이러한 체계적 학사관리 결과 한

동대 학생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 대학생 핵심역량진단평가(K-

CESA)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

만 아니라, 한국기초교육원에서 수

행한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분석’에

서도 다른 대학에 비해 학업 도전, 

지적활동, 능동적 ·협동적 학습 영

역의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한동대는 이를 통해 대학특성화

(CK) 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

(ACE)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LINC) 사업,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되며 정

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소위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장순흥 총장은 “이번 결과에 만족

하지 않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 교육, 자유학기제, 창업교육 등

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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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교회, 공사 현장서 기공 감사예배
새 성전 짓는 ‘母교회’… “또 하나의 건물 되지 않길”

새문안교회 새 성전 공사 현장에서 기공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가 1일 “역사교과서, 국가 정체성을 바

로잡는 국정교과서로 가야”라는 제목

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에서

는 ‘통합사회’(지리, 일반사회, 윤리, 역

사)와 ‘통합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도입된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가 이달 말쯤 ‘국/

검정 교과서 고시’를 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며 “특히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 고시’ 발표는 상당히 관심이 쏠리

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역사 교과서

를 국정 체제로 유지해 오다가 참여정

부 때인 2007년부터 검/인정 체제로 전

환하였다. 이는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

을 존중한다는 취지였으나, 이념적 대

립을 자초하는 빌미를 주고 말았다”고 

했다.

언론회는 “역사교과서는 특정의 이

념이나 학파의 모든 주장을 들어야 하

는, 한가(閑暇)한 장(場이) 아니”라면서 

“역사 교육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사실

에 입각한 역사를 배우고 또한 해석하

는 능력을 익히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 교육의 중요성은 자라나

는 세대의 가치관과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

다”며 “그런가하면 국사 교육은 국가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한 불문가지의 일”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그렇다면 현재처럼 민간

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검정체제 속에서 

이런 문제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

야말로 제대로 된 교과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은 뒤, “다양한 의견 

제시는 가능하겠으나, 피교육자 입장에

서는 혼란만 경험하게 되므로, 결국 피

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

의 쟁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오(正

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소위 사관(史

觀)의 문제가 매우 크다”며 “더구나 북

한의 국사 교육처럼 김일성 왕가 중심

의 왜곡, 날조되고 뒤틀린 역사 교육은, 

통일 후에 선결되어야 할, 사상적 문제

점과 함께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 분명

하듯이, 우리나라의 국사 교육 교과서 

문제가 올바로 되어지지 못한다면, 이

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언론회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올

바른 역사 교육에 근거가 되어야 할 교

과서가, ‘주의/주장’의 선전장이나, ‘학

파의 결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일부가 주장하는 편향적인 학

술들을 배제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을 교육하는 올바른 국정 역사 교과서

를 만드는 일에 실수함이 없기를 바란

다”고 했다.

새문안교회(담임 이수영 목사) 

새 성전 기공 감사예배가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공사 현장에서 교인들과 내빈들 약 

1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문안교회는 지난 2007년 9월 

건축위원회(위원장 이덕실 장로)를 

구성했고, 2010년 새 성전 설계를 

마친 뒤 지난해 11월 기존 예배당

을 철거했다. 

이어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뒤 

이날 기공에 이르렀다. 완공은 오

는 2017년 12월. 새 성전은 연면적 

29,352.83㎡(약 8,900평), 지상 13층 

지하 5층(본당 2,500석) 규모다. 현

재 교인들은 인근 교육관 등에서 예

배를 드리고 있다.

이수영 목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

해 “새 성전 건축을 결의하면서, 이

것이 그저 또 하나의 교회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기를 원했다”며 “누

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

배당을 짓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

이 아니라 광화문 일대를 지나는 모

든 이들이 필요할 때 들어와 편히 

쉴 수 있는, 시민 모두의 교회가 되

길 원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심장

부에 세워지는 교회이기에 아름답

게 지어, 지나는 사람들이 감탄하

고 더불어 종로구와 서울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세우길 원했다”고 전

했다. 

아울러 이 목사는 “이제는 삽을 

뜰 준비가 되어 오늘 이렇게 모였

다.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

께 감사드린다”며 “하나님께 영광

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되길 바란

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창근 목사(예장 통합 서울노회

장)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에 그의 백성들 역시 거룩하길 원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

해 새 성전을 짓는 새문안교회에 하

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거룩함”이

라며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간다면 한국교회는 달

라질 것이다. 새문안교회가 한국의 

첫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배 후에는 건축 경과보고, 설

계자와 감리자 및 시공자 소개, 기

공을 위한 합심기도, 시삽이 이어

졌다.     

        김진영 기자

한동대,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상위 등급 받아
정원 자율 조정 가능 … 지방 소규모 사립대의 A등급 의미 커

“교회언론회”
역사 교육…국정교과서로 바로잡아야

한국교회에 ‘교회본질’ 묻다
기장총회 ‘제100회 총회 기념문서 발표예정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장 황용

대 목사)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00회 

총회를 통해 한국교회 현실을 냉혹하게 

비판하며 교회의 본질을 지적하는 ‘제

7문서’인 ‘제100회 총회 기념문서:교회

를 교회답게’를 천명한다.

기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제100회 총회 안내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회에서 다

룰 주요 현안들을 소개하며 특히 기장

이 시대에 대응하며 발표해온 교단 문

서의 연장선상에서 제7문서인 ‘제100

회 총회 기념문서’가 채택되도록 헌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태진 목사(기장 총무)는 제7

문서와 관련, “우리 교단은 선교 상황의 

변화에 대응해 교단의 선교방향을 제시

하는 문서를 발표해 왔다”며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교회 

역시 이전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

하던 교회는 존립을 걱정하고 있다. 교

회를 향한 시선 역시 무섭도록 차가워

지고 있기에, 교회의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천명해 선

교의 새로운 변환점을 만들어야 할 시

기”라며 제7문서를 발표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했다.

기장은 1953년에는 신앙과 신학의 

자유를 천명한 ‘호헌선언서’를 1970년

대는 ‘하나님의 선교’를 기초로 한 ‘4대 

문서’ 곧 ‘교회 교육정책과 지침서’·’사

회선언지침서’·신앙고백서’·’선교정책’

을 내놓은 바 있다. 1980년대는 정의·

평화·창조질서의 보전·사랑 등을 담은 

‘제5문서’를 1995년에는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과 연결해 ‘희년문서’

를 발표했었다.

제100회 총회에서 헌의될 제7문서 

‘제100회 총회문서’는 먼저 비판받고 있

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자화상을 거론하

고 있다. 제7문서는 “최근에 한국교회

는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과 지탄을 받

고 있고, 교회는 영적·도덕적 신뢰를 잃

어버렸다”며 “다수 교회 때문이든 소수 

교회 때문이든 비판과 신뢰상실은 오늘

날 한국교회의 엄중한 현실”이라고 전

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회의 위임을 담

아 제100회 총회에 이 문서를 내놓는

다”며 “이 문서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기 위한 ‘자기 부인’의 문

서이며,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안타

까워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자 했다”고 밝혔다.  

이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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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과 유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를 연구해 온 선교신학자 이동

주 소장의, ‘라마교와 그 수장 달라

이라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연재하

여 라마교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

고자 한다. -편집자 주

달라이라마는 한국인에게 전하

는 메시지에서 “한국인은 진리를 따

르는 면에서 티베트 사람들과 쌍둥

이 형제와 같다”고 말하며 “가장 중

요한 것은 선한 마음이고, 대승불교

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자비심에 바

탕을 둔 선한 마음’”이라고 가르치

고 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

한 것을 ‘비폭력’이라며, 진정한 자

비심을 실천해야 할 것을 설법하고 

있다. 그는 대승불교의 핵심적 가르

침을 자비심이고 공(空)이라고 주장

한다. 

그는 ‘공’이란 단순히 아무것도 없

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존

해서 있다”는 뜻이며, “무엇이든 홀

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달라이라마가 주장하고 있는 이

러한 ‘공’ 사상은 대승불교의 무이

(advaita)론을 포괄하여 석가모니

의 12연기설을 포괄한다. 그는 이를 

티베트 고유의 칼라차크라(시륜교) 

실천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칼라차

크라 불교에 관해서는 본론에서 다

룬다.

그는 비폭력을 실천해야 할 이유

에 대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으

로 이어져 있으므로, 내가 행복하

려면 반드시 남의 행복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20세기는 폭력과 유

혈 시대였으므로, 21세기를 비폭력

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불교의 연기

론에 입각해 자비를 실천하자는 것

이다.

그러나 그는 세계에 여러 가르침

과 종교가 필요하다며 종교다원주

의를 표명하고, 특정 주장을 지나치

게 선동하는 것을 비판하며,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

다고 주장하면서 ‘종교 간 진정한 조

화와 발전’을 추구한다고 한다. 이렇

게 그는 21세기 포스트모던 다원주

의 문화에 꼭 들어맞는 말을 통해 인

기를 한 몸에 모으고 있다.

그는 1989년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한 비폭력주의 실천을 이유로 노

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는 수상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억압받은 모든 사람들, 그

리고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투쟁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상

을 받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상이 변화를 위한 비폭력주

의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세

운 마하트마 간디에게 바치는 것이

라 생각합니다. 그분의 비폭력주의

적 삶은 저에게 교훈과 영감을 주었

습니다.”

1951년 티베트는 중화민국에 병

합됐다. 1959년 티베트인들은 달라

이라마를 지키기 위해, 랏사에서 중

국의 정치적 탄압에 항거하여 봉기

하였다. 그때 6,000여 불교 사원이 

파괴되었고, 120만 명의 티베트인

들이 학살당했다. 

그 해 달라이라마는 결국 인도로 

망명하였다. 망명 직후부터 지금까

지 그는 40년 동안 40개국을 방문

하였고, 미국 방문 시에는 뉴욕 맨해

튼 센트럴파크에서 교황 방문 이래 

최대 인파인 4만여 군중들게 평화와 

관용을 설법했다. 

또 시카고와 인디애나폴리스 등

에서 열흘씩 강연회를 가지며 ‘칼

라차크라 세계평화 법회’를 주재하

였다.

그는 청소년들의 폭행 원인에 대

해, “어른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깃든 따뜻한 심성을 북돋워 주지 못

했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에게 연민

을 깨우쳐 줘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매일 5,000명에서 7,000여 명이 몰

려 들었다. ‘목회와신학’ 2000년 2

월호는 미국에서 달라이라마를 따

르는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고 있다

는 것과, 그가 종교를 초월하는 관

용과 평화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평

론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음을 기록

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 불교의 주류를 이루

고 있는, 인도의 아티샤가 전한 교의

와 서장어 번역 대장경은 어느 것보

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티샤는 티베트 최초 

밀교 종파인 카담파의 원조이며, 그

의 가르침이 바로 달라이라마의 주

장과 같은 칼라차크라이다.

한국에서 티베트 불교가 진흥할 

만한 또 다른 이유는 티베트어가 산

스크리트어와 문장 구조가 같아 경

전 내용이 정확히 보존됐을 뿐 아니

라, 분실된 많은 인도 경전을 대신하

기 때문이다. 한역된 경전 수가 경

부와 율부(깐쥴) 모두 444부에 비

해 한역되지 않은 경전 수가 670부

이고, 한역된 논부가(딴쥴: 인도학

자들의 주석) 107부에 비해 번역되

지 않은 것이 3,452부나 된다고 한

다. 그 중 다수가 밀교 경전과 그 주

석들이다.  

1. 티베트의 전통 종교와 건국 신화 

불교가 유입되기 전 티베트의 토

속 신앙은 본(Bon)교라고 하는 샤머

니즘이었고, 티베트 유목민들은 천

지의 영들과 자연을 숭배하고 주술

을 행했다. 

그러나 티베트의 건국 신화는 주

후 5세기경 대승불교가 유입된 후에 

형성되었다. 그 신화 내용이 ‘관세음

보살의 축복으로’ 최초의 티베트 민

족이 생겼다고 설명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전에는 티베트 전 지역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이 줄어들면서 

산과 계곡이 생기고 야생 동물들이 

있게 되었다. 그때 관세음보살의 축

복으로 아버지 보살 원숭이와 어머

니 바위 귀신이 교합하여 많은 원숭

이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점점 지혜

가 생겨 인간으로 변하게 되고 최초

의 티베트 민족이 되었다. 이들은 점

차 40개 넘는 소왕국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티베트 신화는 한국의 

건국 신화와 같이 이 땅에 하강한 하

나의 신적 존재가 인간 내지 짐승과

의 결합에 의해 태어남을 설명하면

서, 그들 시조가 신적인 혈통이라는 

것과 그들 민족이 신적인 후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땅의 존재와 결합하여 자녀를 번

식하는, 하늘에서 하강한 신에 대한 

관념은 고대 무교 사회의 신관과 인

간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 단군 신화

나 티베트 신화에서 나타나는 공통

점은, 신이 인간이나 짐승처럼 결혼

하고 출산하는 모티브(motive)를 지

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인-

출산 모티브’는 고대 유목민 사회나 

농경문화 사회의 출산 신앙(Fertil-

ity Cult)과 자연숭배 신앙의 일반적

인 특징이다.

티베트 샤머니즘에는 전통적으

로 영매(Kuten)가 있다. 그는 자연

계와 초자연계를 매개하는 사람이

다. 티베트인들은 이 영매 속에 들어

간 영을 신관(神官)이라고 한다. 그

들은 그의 신탁(神託)에 의해 예측

을 하며 신의 보호와 치유를 받는다

고 믿는다.

티베트 최초의 통일왕국은 B.C. 

127년 냐티젠뽀라는 마가다국 왕자

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태어날 때

부터 눈썹이 터키석이었으며, 눈에

는 물갈퀴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

여 이를 남이 알까 봐 티베트 쪽으

로 보내었는데, 티베트인들이 그를 

하늘에서 왔다고 여겨 왕으로 섬겼

다고 한다. 그는 주위 소왕국들을 모

두 통합하여 율부라강이라는 최초

의 통일왕국을 세웠다.

불교 전래에 관한 전설에 의하면 

주후 4세기경 불교의 ‘성전’을 넣은 

상자와 금빛 보탑을 넣은 상자가 하

늘에서 서장 왕궁의 지붕에 떨어졌

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꿈

에 “다섯 번째 후계자가 경전의 뜻

을 알게 될 것”이라는 ‘계시’가 있

었다고 한다. 그 다섯 번째 왕이 바

로 손첸감포(Sron-btsan-sgampo, 

581-649)였다.

그는 13세(642년)에 왕위에 오른 

후 수도로 정하고 중국과 인도의 영

토를 침략하여, 당 태종의 양녀 문성

공주와 네팔의 공주 츠존공주(티준 

Khri btsun)를 왕비로 취했다. 이 왕

비들은 원래 불교도였는데, 문성공

주는 결혼 예물로 석가모니 불상을 

가져왔고, 츠존 공주도 아축불과 미

륵불상를 가져왔다. 

특히 문성공주는 불교 경전들을 

가지고 들어갔고, 천문학, 풍수지리, 

의학, 신학 등 18종의 과학 서적들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한다. 그녀는 풍

수지리로 터를 잡아 절을 짓고, 암벽

에 경문과 불상을 암각하고, 대형 탑

과 불상을 수없이 조성하여 불교 미

술을 확산시켰다. 

티베트 사람들은 그녀를 ‘바다의 

연꽃(쵸패마)’이라 부르며, 타라의 

화신으로 여긴다.

티베트 밀교에 백다라와 록다라

의 두 보살에 관한 신화가 있다. 그 

신화는 손첸감포의 두 부인(네팔인

과 중국인)이 다투어 자기 조국의 

신앙을 선전했는데, 이들이 죽을 때 

관세음보살 이마에 있는 눈(Stir-

nauge)에서 눈물이 땅에 떨어졌다

고 한다. 이는 이 여인들이 보살의 

화육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고 한다. 그 뒤로 두 여인은 백다라

(white Tara)와 록다라(green Tara)

로 숭배된다. 백다라는 티베트 불교

에서 아디불(Adi-Buddha, 본초불)

의 배우자(consort, 샥티)로 알려져 

있다.

문선 공주는 본래부터 손첸감포

왕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아들 쿵손

쿵첸왕(621-643)의 아내였다. 그런

데 혼인 후 3년이 못 되어 쿵손쿵젠

왕이 죽자, 유목민의 습관을 따라 다

시 왕위에 오른 그의 시아버지 손첸

감포왕의 부인이 되었던 것이다. 

손첸감포는 본래 본교 신앙인이

었으나, 그의 두 왕비가 불교도였

음으로 불교로 개종하여 많은 경전

을 가르치고 사원을 지었다. 그러므

로 그는 관음의 화신이자 자비의 스

승이자 서장의 수호자로서 존경받

았다.

위와 같이 7세기 초 손첸감포왕

에 의해 티베트에 전래된 불교는 

8세기 후반에 이르러 티송데첸왕

(Khri-sron lde-btsan, 742-797)에 

의해 국교로 정해졌다. 그러나 그는 

중국 불교보다 인도 불교를 선호하

여 이를 국교화하고자 했다. 그때 그

는 돈황을 함락시켰는데, 그로 인해 

중국 선승 마하연이 티베트에 영향

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티

베트 내부에서 인도 불교와 중국 불

교의 대립을 빚게 된 것이다.

이때 왕은 삼예사원에서 산타 라

크시타의 제자 카말라실라(740-

797)와 마하연에게 논쟁을 시켜, 진 

쪽이 티베트를 떠나도록 명하였다. 

이 논쟁이 ‘삼예의 종론’이다. 이때 

마하연은 일체행위를 부정하고 ‘돈

오’를, 카말라실라는 장기간 수행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달성되는 ‘점수’

를 주장하였다. 논쟁의 결국은 카말

라실라의 승리로 돌아가 마하연은 

돈황으로 추방되고, 티베트는 본격

적으로 인도 불교적 국가로 확립되

었다.

그러나 티송데첸왕의 죽음 후 왕

조 내 분열로 843년 티베트의 토번 

제국은 붕괴되고, 불교는 각 씨족세

력과 결탁하여 종파불교를 형성하

게 되었다. 티베트 불교 역사는 이 

혼란기를 경계로 전전기(前傳期)와 

후전기(後傳期)로 나뉜다. 전전기

는 국가 불교 시대고, 후전기는 종

파 불교 시대다. 티베트 불교는 통

제력을 잃은 후전기 씨족 불교 종파 

때에, 성적 실천을 포함한 천하고 잡

박한 탄트라 불교로 전락한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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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주  소장

선교신학연구소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문화에 들어맞는 달라이라마(1)

종교를 초월한 관용과 평화 주장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문화에 들어맞아 

미국에서도 달라이라마를 따르는 크리스천들 늘어나고 있어

 1.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문화에
    들어맞는 달라이라마

 2. 밀교 철학, 율법폐기론적 사
     랑 추구로 사회 타락 우려

 3. 달라이라마, 무당 깊이 신뢰
     하고 귀신에 얽매여 있어 



본 서는 첫째, 절대믿음과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둘

째,  신앙의 진전과 변화가 없는 이

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셋째, 성

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

시는 본질적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넷째, 삶과 신앙

의 위기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말

씀을 통한 권면과 격려를 아낌없이 

전해준다. 

오늘날, 불안과 혼돈의 시대는 어

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고 

말았다. 우울과 절망의 뉴스들은 시

시각각 업데이트되고 있다. 믿음과 

진리만을 가지고 겁없이 세상 앞으

로 돌격하기에 당신의 믿음은 생기 

가득한가? 혹 생기는 온데간데없이 

지친 영혼과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럴 때야말로 현대 크리스천들

의 삶에 근본적인 생기와 믿음의 힘

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말씀뿐임

을 절감하게 된다. 

저자 김문훈 목사는 풋풋한 신학

생시절,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육체적 질

병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시작된 목회의 길은 녹록하지 않았

다. 포도원교회에 전도사로 처음 부

임했지만 목회현장은 뼈아픈 현실

이었다. 그러나 그 현장은 그를 성

장하게 했고 결국 말씀만이 자신과 

성도들과 교회를 살린다는 것을 경

험하게 해주었다.

저자는 말씀을 믿고 현실을 극복

하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데 

그 누구보다도 깊은 열정이 있다. 

방송과 집회 요청으로 국내외를 오

가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

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전하

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론적으

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 

할 수 있다. 

저자 김문훈 목사는 본서를 통해, 

성도들을 향해 말씀의 생기를 공급

받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

고 강조한다. 현대인들을 위해 알아

듣기 쉽고 유쾌한 화법으로 설교하

는 저자의 핵심 메시지가 담긴 본서

는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사람이 아

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하나

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믿음의 생명력을 불어넣

기 위해 저자의 메시지와 함께 그림

을 더하여, 전도 대상자 또는 지친 

성도들에게 선물용으로 적합하다. 

저자 김문훈 목사는 1999년 포도

원교회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지

금까지 목회를 이어오고 있다. 포도

원교회는 매주 300명 규모의 전도

대가 흩어져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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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종교적 갈등이 없는 학교     
박상진 등 | 예영 | 232쪽   

‘회피 및 전학 제도’

는 평준화 체제에

서도 원치 않는 종

교계 학교에 배정

되지 않을 수 있도

록, 학교 배정 제도

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입학 후

에도 종교적 이유의 전학 희망 경우는 

이를 허용한다. 저자들은 종교계 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학생의 종

교 자유와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 자유 

충돌의 해결로 파악하고, 그 최적의 방

안을 바로 이 제도로 보고 연구했다.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영기 | 요단 | 216쪽    

가정교회를 개척하

여 잘 정착시킨 기

존 사례집을 증보 수

정했다. 최근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

정교회>를 출간했던 

저자는, 미국이나 한

국이나 “더 이상 교

회 개척은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 

버린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

서 필요로 하시는 교회를 개척해야 할 

사명이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 책을 다시 

엮었다. 7곳의 교회가 ‘가정교회’로 개척

되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담았다.

결정적 한 걸음  

찰스 스펄전 | 생명의말씀사 | 136쪽     

‘거의 크리스천’들

을 ‘진짜 크리스천’

들로 만들, 찰스 스

펄전의 처방이 담

겼다.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과 

생각들에 대해, 필

요한 항목을 찾아 

읽도록 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

하더라도, 책에서 제시하는 문제들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단순하면서 설득력 있는 문장, 다양하

면서 구체적인 예화들을 활용해 구원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했다.

 성경독서 가이드      
전신지 | 넥서스CROSS | 296쪽   

저자의 ‘성경독서 수

업안’을 모아 엮었다. 

1부는 ‘성경독서의 

가치와 방법’을, 2부

는 8편의 ‘성경독서 

수업안’을 소개한다. 

저자는 기독교적 세

계관과 가치관 정립

에 성경만큼 안전하고 좋은 교재는 없

다고 확신했고, 교안을 만들어 어머니들

과 교사에게 나눠 주면서 지도하게 하는 

‘성경독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논술과 

독서 지도에 골머리를 앓는 크리스천 부

모와 교사들을 위한 책.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본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응원하신다!

신간추천

하나님의 본심 

김문훈

두란노 | 232쪽



오대식 목사(높은뜻정의교회)는 

이러한 현상을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

서 오는 결과”라고 진단한다. 성경

의 올바른 해석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과 삶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기

에, 그저 교회의 가르침대로 ‘열심

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

르침 자체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한

다는 것이다.

그가 했던 설교들을 토대로 안식

년인 올해 초 집중 집필해 완성한 책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

했을까?>는 그러한 진단의 결과물

이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토대로 

1부에서는 교인들 개개인이 바르게 

생각해야 할 내용들을, 2부에서는 

교회가 바르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내용들을 각각 펼쳐 놓았다.

오 목사는 책을 통해 ‘탕자의 비

유(눅 15:29-32)’ 속 탕자가 아닌 형

에게서 신성모독죄를 발견하고, ‘실

로암 못에서 눈이 밝아진 맹인의 이

야기(요 9:13-25)’ 속에서 ‘누가 진

짜 맹인인가?’라고 묻는다. 책의 제

목처럼 ‘예수님의 세족식(요 13:4-

11)’에서 ‘사랑과 섬김의 본’ 그 이상

을 바라보고, ‘무화과나무와 도끼의 

비유(눅 13:1-9)’에서는 ‘회개와 멸

망의 경고’ 너머 ‘남은 삶’에 대한 간

절함을 말하고 있다. 다음은 오 목사

와의 일문일답.

-다양한 본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한 가지로 요약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신앙

인들에게 있어 십자가가 사라진다

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주님

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것들

인데,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 많이 놓

치고 외면하고 있는 부분들을 모았

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고 또는 색다른 해석을 해 보았습

니다. 이는 제 표현으로 ‘바르게’ 보

고 싶은 마음이고, 성경에 그런 것들

이 보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책 제목의 뉘앙스도 그렇지만, 

기존의 성경 해석을 너무 부정적

으로 보는 것은 아니신지요.

“책의 제목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곤 합니다(웃음). 책 제목은 14가

지 본문 중 하나의 소제목에서 따 왔

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

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아니

라, 기존의 해석과 함께 감춰진 것

들까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신

앙의 영역을 넓혀 나가자는 것입니

다. 기존 해석이 있는 가운데, ‘이런 

각도에서도 보면 좋겠다’는 의도가 

큽니다.”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게 되

신 계기나 동기가 있었을까요.

“평소 느끼고 깨달아 은혜받은 부

분들을 성도들과 나눴는데, 굉장히 

놀라고 새로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나 ‘희생’에 대한 이야기라 부담스러

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메

시지들을 속 시원하게 접하지 못했

다’며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실천

하려 애를 쓰셨습니다.

이를 보면서 ‘교인들은 말씀에 대

한 실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인도하

고 바르게 가르치는 역할만 목회자

들이 잘 수행한다면, 교인들은 얼마

든지 은혜를 받고 실천할 준비가 되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외

에 다른 분들께도 나누면 좋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이러한 역

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신학

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일까요.

“목회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회피

한다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양분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

리나라는 미국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마찬가

지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

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과 자신 내

면의 소망과 기대를 이루는 것의 차

이랄까요.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하면서, 성

도들의 욕망과 욕구들을 이루는 형

태의 신앙을 많이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30년 오다 보

니, 이러한 신앙이 고착화된 것이지

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늘

어나고 뜨거워지기 시작한 20-30년 

전부터 오늘날 위기와 몰락의 인자

는 숨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나타나

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20-30년 전 당

시로서는 필요했던 것 아닐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교인

들의 상황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

진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신분 상승을 소망했고, 먹고 사는 것

이 넉넉해지기를 바랐을 때, 교회가 

사람들의 그러한 욕망을 채워 주는 

중요한 필요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

런 부분들과 코드가 맞아 교회가 팽

창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복음의 본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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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와 희생, 교인들은 실천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삶의�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것을� 보면� 성경이� 아닌� 일반� 사회의� 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전혀� 기독교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

법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고�,� 무엇이� 위험한� 일인� 줄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들어가는 말 中)

왜 교회는 예수님의… 

오대식

생명의말씀사 | 218쪽

열매나눔재단이 말라위 지역에서 섬기는 양궁 국가대표들과 함께한 (오른쪽부터) 오대식 목사와 박영숙 감독, 열매나눔재

단 전 대표인 김동호 목사(맨 왼쪽) ⓒ열매나눔재단 제공

그것만이 아님을 함께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잘산

다, 복 받는다’고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깊은 신학적 고민 

없이 그렇게 해 왔던 것이지요. 그

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목회자들의 

잘못이 크지 않나 봅니다.

결국 목회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물을, 오늘날 목회자

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

들이 줄어 들어 교회가 문을 닫거나 

목회자들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

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을 인도하

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목자나 안

내자,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을 보여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

하게 보여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어떠한 실천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 저희는 교인들이 생활 속

에서 말씀을 실천할 것을 가장 강

조합니다. 모든 교회가 같은 이야기

이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씀

의 가르침대로 십자가를 지고 희생

하고 죽는 역할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감당하자고 권면합니

다. 물론 저부터 목회를 하면서 그

렇게 살아야 하겠지요.

신앙생활 중에도 교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유혹을 받을 때 세상의 

기준대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의 기

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것입

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가 가장 

많은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장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

라, 세상적 가치관에의 유혹은 목회

가 최고로 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목회하고 하나 하나 그

대로 실천하려 고민하는 것은 제 몫

이고,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면

서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은 교인들

의 몫입니다. 저도 힘들지만 열심히 

하려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교인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이

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책에도 나오지만, 높은

뜻정의교회 앞서 일본에서 사역하신 

걸로 아는데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에 대한 관심도 크고, 많은 성도

들이 선교지로서의 일본에 대한 궁금

증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느끼신 일

본은 어떠했나요.

“일본에서 목회하다 하나님의 부

르심을 받은 친구 대신 사역을 시작

해 10년간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

말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2-3년 사

역지를 안정시키고 돌아오려 했는

데 사역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일본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제 목회에 있

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다른 분들보다 일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일본 기독교인들은 저희보다 훨

씬 더 많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신

앙생활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를 감수하고 

시작합니다. 신앙인으로 살면 힘들

다는 것을 이미 알고 시작하는 것

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인이 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음의 진리와 신앙에 대해 알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인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일본에서 목회하면서 보니, 일본

인들은 성경공부를 6개월에서 1년

간 진행한 후 세례를 받습니다. 그

들은 기독교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철저히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교회는 신

앙생활에 있어 희생이나 십자가의 

삶과는 거리가 있으니 안타깝습니

다.”                             이대웅 기자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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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n Presbyterian Church, a 
Korean church located in Sacra-
mento, CA, has recently decided 
to leave the Presbyterian Church 
(U.S.A.), even if leaving the de-
nomination means losing the 
church property.

The church held a congrega-
tional vote to be dismissed from 
the PCUSA on August 30, which 
resulted in 100 out of 103 active 
congregants (97 percent) voting 
in favor of being dismissed, even if 
they are unable to keep the church 
property in doing so. The main 
sanctuary, the English ministry’s 
sanctuary, and five buildings are 
at stake, amounting to at least $3 
million in property.

The property of every PCUSA 
church is “held in trust” by the 
PCUSA “for the use and benefit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ccording to the PCUSA’s bylaws, 
and the Sacramento Presbytery 
states that “property is held in trust 
because it is a tool for the accom-
plishment of the mission of the 
PC(U.S.A.).” As a result, churches 
that seek to leave the denomina-
tion must follow their respective 
presbyteries’ Gracious Dismissal 
Policies (GDP), which outlines 
the process the church must go 
through to be dismissed, and the 
presbytery’s requirements for the 
church to maintain its property 
after dismissal.

In the case of Zion Presbyterian 
Church, which is under the author-
ity of the Sacramento Presbytery, 
the congregation has the option 
to either lease, purchase, or lease 
first and later purchase the church 
property from the presbytery, 
should the GDP process continue 
unto completion.

However, a portion of the Sacra-
mento Presbytery’s GDP mentions 
the “schism” scenario, which was 
only defined as “a split within the 
Congregation or its session between 
a group that wishes to be dismissed 
from the PC(U.S.A.) and a loyalist 
minority of whatever size.”

If the presbytery determines that 
there is a schism in the church, the 
GDP process will be suspended, 
meaning the church is no longer 
guaranteed the ability to main-
tain the property through any of 
the options listed under the GDP. 
Instead, the presbytery will deter-
mine whether the loyalist group 
that desires to stay in the PCUSA 
has enough members and dedica-
tion in order to remain as a self-
sufficient PCUSA church.

If the loyalist group could prove 
that it is, it can retain the church 
property (which would still be held 
in trust to the PCUSA). Otherwise, 
not even the loyalist group is guar-
anteed any options to be able to 
maintain the church property.

“We couldn’t continue in shar-
ing our faith with a denomination 
that has departed from the Word 
of God, changed the definition 
of marriage, and presents sin as 
though it isn’t sin,” said Reverend 
Daniel Lee, the senior pastor of 
Zion Presbyterian Church.

“I’m proud of the members of our 
church, who have said they’ll con-
tinue to hold on to the Word and 
that they won’t compromise, even 
if it means losing the sanctuary and 
church property that they’ve built 
with their tears and sweat,” Lee con-
tinued. “We’re still uncertain where 
we’ll take all of our 300 congregants 
including young adults and chil-
dren, but we will be a church that 
strides on top of the water as we 
come out from the boat.”

Lee added that the results from 
the recent vote will be reported to 
the Sacramento Presbytery. Thus 
far, the session has discussed join-
ing the Covenant Order of Evan-
gelical Presbyterians (ECO) upon 
being dismissed from the PCUSA.

Korean Churches for Communi-
ty Development (KCCD) is hosting 
its 14th annual homeownership 
fair on September 19 at 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 from 9 
AM to 1 PM, during which indus-
try professionals and representa-
tives from banks will be present to 
help members of the community 
to be more informed on how to go 
about purchasing homes.

The fair is particularly geared 
towards those who may have low 
income or bad credit, and will 
provide information on how such 
individuals still have options to be 
able to own homes. The fair will 
consist of exhibits and booths with 
bank representatives; workshops 
on how to improve credit scores, 
and the various down payment 
programs available; and direct 
counseling sessions with profes-
sionals and bank representatives.

Some of the banks that will be 
represented at the fair include 
Union Bank, Bank of the West, 
U.S. Bank, BBCN Bank, and Habi-
tat for Humanity, which is particu-
lary focused on helping those with 

severely low income.
“Each bank has distinct qualities 

and offer different programs for 
different needs,” said Hyepin Im, 
the executive director of KCCD. 
“The homeownership fair is a 
great opportunity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homeownership 
to be able to access information to 
all of those different programs in 
one place.”

KCCD’s annual homeownership 
fairs began in 2002, as Im saw 
the need and the impact of hom-
eownership on members of the 
community, particularly Korean 
Americans.

“There’s this stereotype that Ko-
rean Americans are well-off, but 
the statistics show otherwise,” Im 
explained. Indeed, according to 
a 2010 U.S. Census Bureau, only 
36 percent of Korean Americans 
in Los Angeles were homeowners, 
ranking them among the ethnic 
groups with the lowest homeown-
ership rates.

“Children of homeowners are 
116 percent more likely to gradu-
ate from college, and more than 
50 percent more likely to own 
their own homes within 10 years 

after moving out from their par-
ents’ homes,” Im continued. “And 
homeowners are 15 percent more 
likely to vote. Homeownership is 
a tremendous benefit to all parties 
-- the banks, the government, and 
the community.”

Woogie Kim, a pastor of Shalom 
Church in Torrance and a board 
member of KCCD, expressed 
hopes that the fair would help to 
increase awareness about hom-
eownership, and that that would 

eventually lead Korean Americans 
to be more engaged and have own-
ership over their local communi-
ties as well.

Political leaders will also be invit-
ed to the homeownership fair, in-
cluding California Assemblymem-
ber Miguel Santiago and members 
of the L.A. City Council, in hopes 
to show “the potential impact tha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can have,” according to Hun Choi, 
a  housing cousnelor at KC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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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first time,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and 
recent graduates had the opportu-
nity to intern at African American 
churches and learn from African 
American pastors and lay leaders.

“This is a small scale fulfillment 
of a dream that I had been holding 
on to ever since the time of the L.A. 
Riots,” said Dr. Young Lee Hertig,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Insti-
tute for the Study of Asian Ameri-
can Christianity, which hosted the 
program. The tensions in the com-
munity led Hertig to ask the ques-
tions, “How can we build a multi-
ethnic coalition, and how can we 
break through cultural barriers?”

Thus bloomed the idea to invest 
in young people, and allow them 
the opportunity to learn from and 
fellowship with people in other 
cultures, Hertig explained.

The program, granted by the 
Forum for Theological Explora-
tion (FTE), ran from July 8 to Au-
gust 29, and consisted of weekly 
meetings with Hertig, weekly site 
visits, and meetings with the in-
terns’ respective site supervisors 
-- Elder Oscar Owens of West 
Angeles Church of God in Christ; 
Rev. Charolyn Jones of First Afri-
can Methodist Episcopal (FAME) 

Church of Los Angeles; and Rev. 
Larry Campbell of FAME Church 
of Pasadena.

Through exposure to the 
Wednesday night worship services 
at their respective internship sites, 
and meetings with the pastors and 
lay leaders, the four interns were 
able to learn much about the dif-
ferences in culture and style of 
worship between African and Ko-
rean American churches.

Jonathan Hong, one of the in-
terns who was at West Angeles 
Church, said that one scene that 
vividly stays in his memory is that 
of Bishop Charles Blake, the senior 
pastor of West Angeles, asking if 
anyone in the congregation lacked 
money for food or gas -- a memory 
that was echoed by Jinnie Choi, 
who also interned at West Angeles 
Church, as having had a signifi-
cant impact.

“This might’ve been a shameful 
thing to ask or admit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said Hong, who 
recently graduated from UCLA.

“But at West Angeles, I saw that 
one by one people in the congrega-
tion were coming up to offer mon-
ey,” he continued, adding that this 
was already after the offering had 
been collected.

Jinnie Choi, a sophomore at 
Azusa Pacific University (APU), 

added that the free-spirited style 
of worship at West Angeles chal-
lenged her to come out of her com-
fort zone and be more expressive 
in her worship as well.

“I realized that when cultures 
merge together, those cultures 
become more defined,” said Ed-
ward Kim, who interned at FAME 
Church of Los Angeles. “We’re 
able to say, ‘This is my culture, 
and that’s your culture. And this 
is what I want to learn about your 
culture, and here’s what I can of-
fer you from mine.’ There’s a lot of 
identity-finding in that.”

The significance of history in the 
African American church is anoth-
er aspect that stood out to the in-
terns, which was emphasized not 
only during direct meetings with 
internship supervisors, but during 
the worship services as well.

“History is discussed in ser-
mons, and in normal conversa-
tions among the congregants. 
Who they are, where they’re going, 
and where they come from is con-
stantly talked about,” said Edward 
Kim, an upcoming senior at APU.

While interns were able to learn 
much about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African American church at 
their sites, they simultaneously 
had time to reflect and process 
what they are learning and dis-
cover their identity on deeper lev-
els through weekly meetings with 
Hertig and their fellow interns.

Dooly Kim, a second year stu-

dent at APU who interned at 
FAME Church of Pasadena, said he 
was forced to “face his weaknesses” 
during the internship, such as a 
language barrier as a student hav-
ing recently come from South Ko-
rea to study, and situations with 
his family. He described the expe-
rience as “painful,” but he said he 
was “happy to face that struggle 
fully” because it was through the 
experience he learned more deeply 
that he “is the author of [his] own 
life.”

This bilateral internship is one 
in a series of initiatives that ISAAC 
has taken to bring the Asian and 
African American communities 
together, beginning with the sym-
posium last November with Asian 
and African American leaders, 
and subsequent bilateral events in 
Little Tokyo and in the home of an 
Asian American pastor. 

“There is definitely a space for 
ethnic churches -- for Koreans to 
be able to bring out and eat their 
kimchi without having to look over 
their shoulders,” Hertig explained. 
“But how can we take some time 
to step out of our comfort zones to 
worship all together?”

“I pray that God would revive 
our hearts as we hang out with the 
most unlikely people,” she added.

ISAAC has plans to continue the 
bilateral internship next summer, 
and to eventually send African 
American ambassadors as interns 
to the Asian American church.

BY RACHAEL LEE

Sacramento
Zion Presb.

Church Votes
to Leave PCUSA

How Can I Own a Home If I Have a Bad Credit Score?

A Pastoral Internship to Penetrate Cultural Boundaries
BY RACHAEL LEE

Top right photo: Jonathan Hong (left) and Jinnie Choi (right) with their internship 
supervisor, Oscar Owens (center); Bottom left photo: Edward Kim (left) with his in-
ternship supervisor, Charolyn Jones (right); Bottom right photo: Dooly Kim (right) 
with his internship supervisor, Larry Campbell (left). (Photos courtesy of ISAAC)

Banks to participate in homeownership fair to help inform those with low income, bad credit

(From left to right: Woogie Kim, Robert Park, Sang Shin, Hyepin Im, Sunny Park, 
Austin Park) Representatives from banks, members of the KCCD board, and rep-
resentatives of political leaders were present at a press conference on Wednesday 
to introduce KCCD’s 14th annual homeownership fair.

97 percent votes they 
would leave even if they 

lose church property

Interns, families, church members, and internship supervisors gathered on Tuesday night for a celebratory dinner to conclude the internshi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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