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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멕시코,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 격론”  

멕시코에서 전국적인 동성결

혼 합법화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

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1일(현지시각) 엘 오니베르살 

등 현지 언론은 “수 백명의 동성

애 지지자들이 이날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집회를 열고 메트로폴

리탄 대성당까지 행진했다”고 보

도했다.

이들은 ‘우리도 가족’이라는 문

구가 쓰인 플랜카드와 ‘나는 당신

의 가족을 존중하니까 내 가족도 

존중해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

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전날에는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성결혼 반대 집

회가 열리기도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흰옷 위에 ‘아

버지+어머니=행복한 가족’이라

고 적힌 손팻말과 분홍, 파란, 흰

색 풍선을 들고 평화 행진을 벌

였다.

5천여 명이 동성애 반대 집회

를 연 베라크루스에서는 일부 동

성결혼 반대 시위자들이 동성애

자 옹호 단체 회원들과 언쟁을 벌

이기도 했다.

이 베라크루스 시위는 다양한 

종교 단체와 시민 단체로 구성된 

‘가족을 위한 국민전선’이 조직했

다. 국민전선은 이번 시위 참석자

가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

산했다. 이들은 오는 24일 멕시

코시티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알     림

시카고 권사합창단은 2015년 

3월 창단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

는 은혜의 합창단이다. 한국의 폴 

포츠라 불리는 최성봉 자선음악

회 특별출연 등 전 세계를 다니

며 찬양으로 섬기고 있다. 

*일시: 9월 16일(금) 오후 8시

*장소: 선한청지기교회

*주소: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일시: 9월 17일(토) 오전 9시

*장소: 은혜노인대학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일시: 9월 17일(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울타리선교회(후원)

*주소: 4259 S. Western Ave. 

           LA, CA 90062

*일시: 9월 18일(주일) 

          1,2부 예배 특송

*장소: 은혜한인교회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문의: 213-739-0403

동성결혼 반대 집회
수만 명 참석 
동성애 지지자들도 
집회 열고 가두행진

지난달 말, 애너하임 엔젤 스

타디움에서 1만1천여 명이 넘

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

고 헌신의 결단을 했다. 

지역 목사들은 이같은 영혼 

수확의 비결이 실제로 교회를 

사랑하는 새천년 세대들에게 

있었다고 말한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달 

29일 애너하임 앤젤 스타디움

의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브래

디 콜린스 목사와 제이슨 파웰 

목사를 만나 인터뷰했다. 

이들은 하비스트교회(담임 

그렉 로리 목사)의 스텝 목사

로 섬기고 있으며 하비스트 남

부캘리포니아 십자군 아웃리

치 선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오늘날 새천년 세대들에 대

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가득한 

가운데, 두 젊은 목사들(31세)

은 이에 대한 사람들의 몇 가지 

근거없는 믿음에 관해 쏟아내

듯 말했다.

“먼저 하나의 오해를 불식시

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젊은 

새천년 세대들이 현장에 없고, 

무관심하며, 진행 중인 사역과 

단절돼 있고, 하나님께서 하고

자 하시는 일과 유리돼 있다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그 반대라

고 생각한다.” 

두 목사는 함께 일하는 젊은이

들에게 “이것은 그렉 로리 목사

의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활발하게 사용하시

기를 원하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하비스트 크루세

이드 사역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26일~28일까지 3일 

간 열린 27주년 아웃리치 연례행

사에 약 10만 5천여 명이 참석했

다. 이 가운데 1만1천명이 넘는 

이들이 그렉 로리의 야간 설교를 

통해 결신(決信)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콜린스 목

사와 파웰 목사에게 다시 헌신의 

결단을 한 사람들과 비교해 처음

으로 예수를 영접한 이들의 수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리고 그리

스도의 증거에 대해 젊은이들이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았는지 물

었다.

콜린스 목사는 정확한 수를 파

악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분명

히 인정하면서도 “우리 일을 ‘씨

뿌리는 비유’에 빗대어 설명한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일하시는 분

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했

다.      [관련기사 10면에 계속]

최근 제9순회 항소법원이 캘

리포니아 주의 청소년 동성애 치

료금지법을 합법적이라 인정했

다. 이에 반대하는 PJI(태평양법

률협회)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

혔다.

2012년 9월 SB1172란 법안으

로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청소년 

동성애 치료금지법은 라이선스

를 소지한 상담사가 청소년들의 

동성애 성향, 성전환 욕구를 변화

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치료를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 

법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동성애 등 성 소수자 관

련 이슈에 대한 모든 치료를 ‘비

전문적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한

다. 따라서 동성애 성향 청소년을 

부모가 상담사에게 데려오거나  

청소년 자신이 치료를 원할 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반대로 동

성애 청소년을 지지하거나 자신

의 성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도와

주는 행위는 합법이라 인정된다. 

이 법에 반대하는 목회자와 결

혼가정치료사들은 PJI와 함께 소

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제9순

회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브래

드 대쿠스 박사(PJI 대표)는 “매

우 실망스러우며 종교 자유에 있

어서 한 걸음 뒤로 감을 의미한

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청소년 동성애 치료금지법 합법? ”

제27회 하비스트컨퍼런스가 애너하임 엔젤 스타디움에서 지난달 29일 열렸다. ⓒ하비스트교회 제공

CA 제9순회 항소법원 최근 판결서 인정

시카고 권사합창단 초청
기독일보 후원음악회

제27회 하비스트컨퍼런스

애너하임 엔젤 스타디움서

1만 1천여 명 헌신 결단

젊은이들
화려한 쇼 아닌
진정한 ‘제자도’에 
깊은 감명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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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이성교제와 데이트 폭력”

자녀들의 이성교제와 데이트 폭

력에 대한 한인 학부모들의 관심

이 뜨겁다. 

이와관련,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는 7일 데이트 폭력 세

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학부모들

은 이성교제 및 데이트 폭력의 실

태와 원인,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

들에게서 보이는 특징, 폭력적인 

관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겪는 어

려움 등을 배웠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테이트 폭력이란 것에 대해 잘 몰

랐고,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말

이나 행동도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아이들과 이성

교제나 데이트에 대해서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기피했는데 

아이들이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았으니 앞

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의를 맡은 가정폭력 지

원·예방부서의 제니퍼 오 매니저

는 “부모가 건강한 관계에 대한 인

식을 높여야 아이들의 이성교제, 

데이트 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도

와줄 수 있다”며 “건강한 관계란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로 서로의 

바운더리를 존중해 주는 것을 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4일 관련 세미나가 한차

례 더 열렸으며 불루쉴드 재단이 

후원했다.

*문의: 213-235-4848

“74개국에서 520명, GMI 선교대회”

한인가정상담소…데이트 폭력 세미나 개최

총회와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이 13일 은혜한인교

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를 소개했다. 

왼쪽부터 김대섭 목사(은혜한

인교회 행정팀장), 한기홍 목

사(증경 총회장, 은혜한인교

회 담임), 이서 목사(총회장, 

미주비젼교회 담임), 김종옥 

목사(상임총무, 홀리랜드성경

연구소)

9월 19일(월)~22일(목)…은혜한인교회에서

7일 한인가정상담소가 개최했던 세미나 모습.

이 모임에서 김회창 목사가 특강을 전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가 

9월 19일~22일까지 정기총회 및 

GMI 세계선교대회를 “일어나서 

함께 가자”란 주제로 은혜한인교

회에서 개최한다. 

1989년 예장 보수합동 측의 미

주연합노회로 시작돼 8년 전 분립

한 국제총회는 현재 미주와 유럽, 

한국 등지에 노회를 두고 있으며 

산하에 70여 개 교회가 있다. 

남가주에서는 은혜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미주비젼교회, 주님의영

광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생수

의강선교교회, 에브리데이교회 등

이 이 교단에 속해 있다.

소속 교회 수는 다소 적은 편이

지만 총회 산하에 있는 해외선교

부인 GMI(Grace Ministries In-

ternational, 총재 김광신 목사)를 

통해 무려 74개국에 307명의 선교

사를 직접 파송했고 213명이 협력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총 520명

의 선교사와 함께 13개 단체도 협

력하고 있다.

GMI는 4년마다 선교대회를 열

고 있다.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중

남미권, 구소련권, 아시아권, 아프

리카권 등의 선교사들이 참석하며 

총회 측은 약 700명이 방문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선교대회 동안 풀러신학교 박

기호 교수, 컴미션 이재환 선교사, 

SON미니스트리 김정한 선교사가 

특강을 전하며 예배, 선교 보고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교대회 마지막날인 22일 목요

일에 총회가 열린다. 국제총회는 

총회장의 임기가 2년이며 이번 총

회에서는 임원 선거가 없다. 

증경총회장 한기홍 목사는 이번 

총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

두고 교단의 발전을 위한 안건이 

주요한 과제로 상정될 것이라 언

급했다. 총회 후 목사안수식에서

는 9명이 임직한다.

총회장 이서 목사는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받고 헌신하며 

하나 될 수 있는 대회를 여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가주 첫 공화당 한인 여성 주 하원 

의원이며 65지구의 첫 아시안 주 하

원의원이기도 한 영 김 의원의 11월 

재선을 위해 지역 한인들이 함께 뛰

고 있다. 이들은 모든 한인 시민권자

들이 꼭 유권자 등록을 하고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여 투표에 적극 참여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는 

714-752-3391나 웹사이트(http://

registertovote.ca.gove/ko/) 참조.

“북핵 폐기하라 ”
한인 교계 지도자들…LA총영사관 앞 서명 운동 

9일 LA 지역 한인 교계 지도자를 중심으로 북핵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LA 총

영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북한이 9일 제5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가주 지

역 한인 교계 지도자들이 LA 총영

사관 앞에서 북핵 폐기를 촉구하

며 한인들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 남가주

지부는 현재까지 약 1천 명의 서명

을 받았다. 이들은 남가주에서 10

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일 현재까지 이 운동

에는 전세계에서 약 326만 7천 명

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인 지도자들은 총영사관을 방

문한 한인들에게 북핵 폐기의 중

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9월 25일 

오후 5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

리게 될 ‘한반도 평화 통일과 미국

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소개했다. 

김준형 기자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가 12일 오전 샌디에고 새믿음교

회(담임 안충기 목사)에서 모임을 

열었다. 

이 모임에는 교단 산하 엘에이

지방회, 엘에이동지방회, 남서부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모임”
지방회 등의 성결교회 소속 교역

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1부 예배는 교역자회장인 안충

기 목사의 사회로 남서부지방회

장 권다윗 목사가 기도했고 양우

광 목사(아리조나 SV한인연합교

회 담임)가 설교했다. 

이어 김회창 목사(LA말씀새로

운교회 담임)가 중보기도를 인도

하고 정진수 목사(샌디에고 로고

스교회 원로)가 축도했다.

한편 김회창 목사는 예배 후 ‘복

합문화사역을 위한 의사소통’이라

는 주제로 이민 목회에 도움이 되

는 특강을 전했다. 

[김회창 목사 제공]

영 김 의원과 한인 단체장들이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호소했다.

영 김 의원 재선위해 
함께 뛰는 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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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 한인교회 위한 신학교육의 돌파구를 찾아라”
구체적인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현대 교회가 각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

람은 드물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런 위기들은 교회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도 대다수가 동감

할 것이다. 미국의 한인 신학교육

이 처해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

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

을까? 본지는 미드웨스턴침례신학

교(mbts.edu)의 박성진 학장과 이 

문제를 놓고 대담했다. -편집자 주

◈한국교회나 미주 한인교회 모

두 교세 감소나 대사회적 신뢰도 

하락 등을 체감하고 있다. 이 정도

면 위기라 진단할 수 있나?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

는 19.4%에 불과할 정도로 타 종교

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난 

5년간 이 신뢰 수준은 전혀 회복되

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

난 5년간 불교와 천주교는 지속적

으로 성장했지만, 개신교만 유일하

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비

판받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

다. 미국교회도 퓨리서치 등의 자

료를 보면 주요 교단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남침례회 역시 지난 8년

간 성도 수가 감소했고 지난해에만 

20만 명이 감소했다. 미주 한인교

회의 성도 수 증감에 대해서는 구

체적인 자료가 없긴 하지만 머지않

은 미래에 한인교회 역시 성도 수

가 감소하는 추세로 갈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성도 수 감소 때

문에 한인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

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왜 성도

들이 감소하는가에 대한 원인과 경

향을 분석하는 일이다. 또 한인 소

형교회들이 직면하게 될 재정적인 

압박이나 2세 교육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문제는 한인교회가 발전적으

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위기

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위기는 해결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인교회 지도자

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어떤 준비

를 하고 있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목회자의 신학

교육과 성도들의 신앙은 결코 분리

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신학교

는 현 교회의 문제에 대해 책임감

을 느껴야 하고 목회 현장에서 사

역하는 목회자와 신학생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방향

을 제시해야 한다.

◈신학의 위기보다 신학교 자체

의 위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주신학교협의회(ATS, As-

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의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미국 

신학교의 학생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2008

년 경제 위기로 인해 신학교의 학

생 숫자가 감소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2003년부터 학생 

숫자는 감소하고 있었고 2008년

의 경제 위기에도 감소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신학교

의 학생 숫자가 감소한 이유는 경

제적인 요인이 주가 아니라 2000

년 초부터 미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닥쳐온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2000년 초부터 종교적으로는 만

연해 가는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사회학적으로는 낙태나 동성애 등

의 첨예한 문제로, 그리고 과학적

으로는 진화론적 논의로, 기독교가 

견지하는 절대적 가치관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물론 정치나 언론

도 이에 한몫을 했다. 미국 복음주

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들

이 이들 문제에 대한 성경적 답변

과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교회 밖

의 사람들은 과거에도 많이 들어왔

고 원론에 그치는 답변으로 치부하

고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아예 관

심조차 없다. 

종교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

려나거나 테러나 일으키는 극단 세

력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개인적으

로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

해 신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반적인 추세

를 한인 신학교는 아직 따라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이는 한인교

회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고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다. 하지만 10년내에 한인들의 신

학교 진학률도 떨어지리라 예상된

다. 한국의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감소

가 결국은 미주 한인교회에도 영향

을 줄 것이다. 한인 신학교는 이에 

대해 잘 준비해야 한다.

◈신학교가 봉착한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첫째는 한인교회는 현재도 다양

한 도전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더

욱 다양한 도전에 노출될 것이다.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에 대해 도전

은 지속될 것이고, 성도들의 교회 

출석 빈도와 새신자의 등록은 감소

할 것이다. 또한, 한인교회에서 자

라나는 세대는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이 

세대는 서로 간의 소통도 이전 세

대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한

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실

한 일꾼으로 키우는 것은 1세대 위

주의 교회에는 매우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미국 신학교 내 한국어 

과정이나 한인 신학교는 한인 목회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

경적 교회론의 확립과 문화적 적

용’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비롯

한 한인교회는 대형교회의 모델을 

답습하는 성장 위주의 교회론을 견

지해 왔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

못된 것으로, 교회성장론은 자본주

의적 교회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

면 안 된다. 신학교는 목회자들에

게 바른 교회론을 가르쳐야 하고, 

각자의 사역환경에 최적화된 교회

모델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신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존재하며 그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한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

한 질 높은 신학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신학교가 히브리어나 헬

라어 과목을 줄이고 있는 것은 매

우 안타까운 일이다. 신구약 각 권

의 석의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가

르쳐야 하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지에 대해 복음적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바로 가르쳐야 한다. 신

학교육의 질을 포기하면 이단의 세

력에 기회를 주게 되고 세상 문화

에 준비된 성경적 답변을 할 수 없

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기

 “박성진 

학장은 미

국 신학교

들의 현 주

소를 진단

하는 한편, 

신학교들이 

위기 속의 

교회를 위

해 어떤 일

들을 준비

해야 할지 

말했다”

독교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된다. 

셋째, 지난 10년 동안 미 고등교

육위원회(Higher Learning Com-

mission)의 화두는 온라인 교육이

었고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많

은 한인 신학교가 온라인으로 신학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어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교육은 혁신적이다. 

더구나 다양한 기술이 온라인 교육

에 도입되면서 교실이라는 공간에

서 공부하는 것 같은 효과도 있기

에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교육방법

이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

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온라인 교육의 취지가 살아난다. 

◈미국 신학교들이 앞다퉈 한국

어 과정을 열고 있는데 이것이 과

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최근에도 몇 개의 신학교가 한국

어 과정을 새롭게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신학교가 한국어

로 신학 과정을 개설해도 좋은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종지부를 찍었

다. 미국이라서 미국 신학교가 영

어로만 신학 과정을 개설하던 시대

는 이미 지났다. 모든 학문은 모국

어로 공부할 때 가장 명확하고 깊

이 있게 이해할 수 있듯이 신학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미국

의 주류 신학교가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데는 찬성한다.

하지만 왜 최근에야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신학교의 학생 수

가 감소하며 발생한 재정적 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한국어 과정을 열

고 있다면, 이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또 신학교 내부적

으로도 한국어 과정의 교수들과 미

국부 과정의 교수들이 신뢰와 소통

의 관계를 갖고 한국어 과정을 개

설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

가도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어 신

학 과정을 개설한 미국 신학교가 

40여 군데가 넘는다. 하지만 상당

수가 한국어 과정을 도중에 포기했

을 정도로 뿌리가 내리기까지는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 주류 신학교들이 한국어 

과정뿐 아니라 다민족이나 중화권

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이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은?

미국 주류 신학교들이 다민족이

나 중화권으로 관심을 갖고는 있지

만,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등,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다. 

우리 학교는 한국어 과정뿐만 아

니라 히스패닉 과정, 루마니아 과

정, 중국어 과정을 선교적 차원에

서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신학

교육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고

는 이에 바탕을 두는 성도들의 신앙 

훈련에도 한계가 있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선교적 과제이다. 한인교회

도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면 이런 

선교적 차원의 움직임에 적극적으

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준형 기자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 박성진 학장.



필자가 유태인과 백인 환자를 

주로 진료하다가 LA한인타운으

로 이사하여 새로 개원한 지 몇 개

월 지났을 때의 일이다. 

과거 백인 환자들을 진료할 때

는 “지금 환자의 질병이 이러이

러하니 이러이러한 약 처방을 합

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

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진료실

을 나갔다.

그런데 LA한인타운으로 옮겨 

개원한 후 맞이하게 된 많은 한국

인 환자들은 이 같은 설명을 하면 

“약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데

요”, “약 먹으면 속이 쓰려서”, “지

금 별 증상이 없는데 안 먹으면 안

돼요?”등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이런 환자들을 대할 때면, 필자

는 다시 왜 약을 꼭 먹어야 하는

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

를 아무리 설명해도 환자 자신들

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결

국 환자 자신들의 생각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LA한인타운으로 

옮겨 새롭게 개원한 것이 옳은 결

정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 힘겨운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을 맞아 같은 고민을 하면서 

교회에 갔을 때, 그날 주일예배 설

교 본문이 여호수아 18장이었다.

유다와 요셉 지파외에, 땅을 분

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들에게, 그 

땅을 점령하지 않고 있음을 안타

깝게 여기셔서, 땅의 그림을 그려

오게 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하셨다는 말씀이셨다. 

설교 말씀의 주된 내용은, 하나

님께서 아무리 그 땅을 주셨다 할

지라도 그들이 직접 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땅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다. 건강

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도 사람들은 인생의 대부분에서

는 이 점을 인정하지만 건강에 대

해서는 의외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고등학생이 기도를 열심히 하

면 하나님께서 하버드대학을 보

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부

는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못 이해하고 있다거나 무책임하

다고 말할 것이다. 

필자는 질병이 발병하면 의사

의 말은 무시하고 기도만 하는 사

람들을 어렵지 않게 본다. 심지어 

뇌출혈이 있는데 수술은 마다하

고 오로지 기도로 낫겠다고 하는 

환자도 봤다. 그 옛날 그 일곱지파

가 끝까지 그 땅으로 가지 않고 기

도만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

났을까?

성경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

지만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건

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

이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육

체를 주셨다 할지라도, 환자 자신

이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은혜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의사는 하나님으로부

터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의 그림을 

그려서 환자들에게 알려 주라는 

명령을 받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그림 상의 방법을 통해 

건강을 지켜내는 것은 환자의 책

임이며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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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혁 내과/신장내과

 조동혁 박사 
칼럼 1  

건강의 그림을 그리는 의사
 질병을 정복하는 환자  

“재소자 1천 6백명에게 전해진 사랑”

스미스 주립교도소 재소자 전도 및 위로집회 모습.

재소자들의 영혼 구원 위해…GMA주최 주립교도소 전도 및 위로집회 열려  

9월 11일 오후, 뉴저지 잉글우

드클리프에 위치한 NV팩토리(대

표:유성환)에서 7명의 중고등학생

들로 이뤄진 클래식 앙상블 팀이 

9.11 15주기를 추모하며 이노비 베

네핏 콘서트를 개최했다. 

한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에코

스트링스와 트리오 오푸스 49 두 

팀으로 참가했으며, 이외에도 최

초로 클래식 기타로 맨하탄 음대

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클래식 기

타리스트 이예은이 게스트 연주자

로 특별 출현했다.

이날 트리오 오푸스 49의 크리

스티나 정 학생은 “이번 공연이 

9.11에 진행되는 만큼 사랑과 행

복, 그리고 평화의 뜻을 관객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전했다.

트리오 오푸스 49는 헬레나 황

(바이올린), 크리스티나 정(첼로), 

애슐리 김(피아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2년부터 함께 오케스

트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맨델스존 피아

노 트리오 D단조 49번과 엘가의 

사랑의 이사를 연주했다. 특히 맨

델스존 피아노 트리오는 학생들답

지 않은 훌륭한 연주를 선보였다.

에코스트링스는 르네 초이, 함

지훈, 샐리 한, 트레버 젠슨으로 이

루어진 바이올린 앙상블이며 2009

년부터 함께 활동하면서 유럽 등

지에서 솔로이스트와 챔버뮤지션

으로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날 공연에서는 안토니오 비발

디 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콘체르

토 10번 B단조 3번 등을 연주해 뜨

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장애인과 

병원 환자를 찾아가는 무료 공연 

프로그램에 기부된다.        

             [뉴욕 기독일보]

Global Mission Alliance(이사장 

김성택 목사, 이하 GMA)가 주최하

고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심

우진 목사)와 아틀란타중앙교회

(담임 한병철 목사) 그리고 복음주

의연합이 함께 준비한 “영혼 구원

을 위한 제6회 스미스 주립교도소 

재소자 전도 및 위로집회”가 지난

달 26일 조지아 남부 그랜빌 소재 

스미스 주립교도소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재소자들로 구성된 

찬양팀 “Smith State Prison 앙상

블”의 연주 속에 45명의 봉사자들

이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를 300

명의 모범수들에게 제공하면서 화

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

다. 이후 김철식 선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전도집회는 특별히 초청된 

‘아틀란타한국문화원(원장 양현

숙)’의 난타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GMA는 오랫동안 

김철식 선교사의 사역을 도와 온 

Chaplain Dr. Bernard Hill, War-

den Douglas Williams, Wayne 

Dasher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

다. 조지아 주 교정국에서는 아틀

란타중앙교회 한병철 목사, 이사

장 김성택 목사 그리고 사무총장 

이규종 선교사에게 감사패를, 김

철식 선교사에게는 2016년도 자

원봉사자 상을 각각 수여했다.

오전 집회를 인도한 김성택 목

사는 “인생은 관계인데, 가장 중요

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죄는 그 관계를 파괴했다. 하나님

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마련해 주

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고 했다.

점심식사는 전날 저녁부터 한

인 재소자를 포함 25명의 재소자

들이 밤새도록 준비한 2,500 파운

드의 닭고기 바비큐와 자원 봉사

자들이 교도소 주방에서 만든 야

채볶음, 쌀밥, 옥수수, 과일과 스낵 

등이 300명의 모범수와 1,600명의 

모든 재소자 그리고 교도소 직원 

등 2,200명에게 전달됐다.

이날 식사는 주정부의 예산 부

족으로 모든 재소자들에게 금요

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의 점심 급

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전달돼 더 

따뜻하고 소중하게 다가갔다.

한편 스미스 교도소 사역은 아

틀란타연합장로교회 故 정인수 목

사의 깊은 관심 속에서 매년 진행

되었던 사역이며 금년에도 정 목

사가 동참하기로 하였던 사역이기

도 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아틀란타 앤더슨 김 기자]

7명의 중고등학생으로 이뤄진 

클래식 앙상블 팀들이 9.11 15

주기를 추모하며 이노비 베네

핏 콘서트를 개최했다.

한인 중고등학생들
클래식 앙상블로

9.11 15주기 추모 

여호수아 18장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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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바울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

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믿음

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로마제국

이 폴리갑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결

국엔 폴리갑을 잡아가기 위해 군대가 출발

하자 폴리갑은 기도하며 숨어있던 처지였

습니다. 로마군은 폴리갑의 집으로 가서 그 

두 아들을 잡아 고문하며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고 답변을 듣지 못하자 두 아들을 죽

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폴리갑이 전

해 듣고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

서 폴리갑은 하나님께 자신이 향기로운 순

교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즐거이 단두대에 오를 수 

있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했습

니다. 기도 중에 폴리갑이 하얀 베게를 베

고 잠을 자는데 베게에 불이 붙어 타오르

는 그 불길에 자신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

져 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후 하나님이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

기로 작정하셨다고 생각하고 로마군을 찾

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을 구하여 돌

려보내고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와 많은 사람을 선동

하여 예수 패거리를 만들었다는 죄값으로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함께 동행하던 친구

가 “이 사람아, 아무리 예수가 좋고 복음이 

소중하다해도 사람 목숨보다 귀한게 어디 

있겠나. 내가 자네가 너무 안타까워 이곳에 

왔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나 

이제 예수 같은 것 안 믿겠다고 한 마디만 

하게 그러면 내가 왕에게 진언하여 너를 

특사로 사면하게 하고 너를 고관대작으로 

직위도 줄 수 있도록 해주겠네”합니다. 이

것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아주 달

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빙그

레 웃으면서 친구에게 “이 사람아, 나는 그

럴 수가 없네. 나 같은 것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

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시거나 내 부탁을 거절하시거

나 나를 무시하신 일이 없었네. 그런데 내

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동

안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 안타까

웠는데 이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싶네”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

형을 당합니다. 그는 화염에 목이 막혀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때까지 감사의 찬송을 

계속 부르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오고 있습

니다. 이 모습을 본 군중들 중에 너무나 아

름다운 순교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 깨달아진 많은 사람들이 그 때부터 예

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는데 폴리

갑이 살아서 믿게 한 숫자보다 더 많은 사

람들이 그가 죽음의 과정에서 보여준 의연

함과 담대함,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

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 � 

전에 의정부에서 집회할 때에 어느 교회

에 최모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의 남편이 돈을 벌러 갔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서 항상 술에 취해 들어왔답니다. 

또  교회 얘기만 나오면 밥상을 뒤집어 엎

고 아내를 쥐잡듯 두들겨 팼답니다. 이럴 

때마다 아내는 ‘내가 자기를 지옥 안가게 

하려고 이토록 모든 것을 참아가며 자기를 

위해 성질도 죽이고 비위도 맞추며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고 생각했답

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는 남편을 향해 안

좋은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걸

리든가 비참하게 되어 죽을 거야. 두고보

자’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편의 행패

가 더욱 심해져서 벌이한 돈도 가져다주지 

않고 도박도 하면서 그 가정은 더욱더 생

지옥이 되어갔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자

기를 대하는 대로, 좋게 대하면 좋게 대해

주고 심하게 대하면 심하게 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흥회 시간에 첫 날부터 왔

습니다. 그러면서 매 시간 설교를 들으면

서 회개함으로 자기가 허물어지기 시작했

습니다. 그리고 그간 자신이 하나님을 헛믿

고 살아왔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가짜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리고 회개함으로 자신은 없어지고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채워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모든 것이 자기 탓으로 여겨졌습니다.

최 집사가 하루는 부흥회가 끝나고도 집

에 가지 않고 늦게까지 남아 기도를 했습

니다. 남편은 그날도 늦게까지 도박을 하고 

술이 취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없고 

12시가 넘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들

어오면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다짐을 했습

니다. 그리고는 부엌칼을 손에 들고 기다리

다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새벽예배

까지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  칼을 쥐고 잠

이든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을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더욱 붙

들어 기도하게 하셨다고 깨닫고 그 은혜

가 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

는 남편이 그동안 원수 같기만 했는데, 지

금은 그토록 불쌍하게 보일 수가 없었답니

다. 그것은 이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들고 

있던 칼을 치우고 남편의 손을 모아 잡고 

머리를 감싸 안고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

다. 아내가 흘리는 눈물에 잠이 깬 남편이 

그간 남편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남

편에게 잘못해왔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

면서 남편이 지옥가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

다.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남편의 마음을 성

령이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달

라진 태도에 남편도 크게 감동을 받고 자

기 자신도 반성을 합니다. 눈도 뜨지 못하

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날의 

일들을 서로 자신의 탓이라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

국 이 가정이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나

타내는 향기를 풍기게 된 것입니다.

�3�.� 환란을� 당할� 때의� 그리스도인� 

6.25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민군들이 들이 닥쳤습니다. 종탑위의 십

자가를 부수고 강단위의 십자가도 떼어내

고 성경책, 찬송가를 짓밟고 사람들을 마

당에 모아놓고 새끼줄로 모두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부터 불러 세워놓고 총을 

들이대며 “너 예수 믿는 거 그만두지 그래. 

그래도 믿는다고 하면 그대로 쏴 죽여버

릴거야”합니다. 그 목사님은 생각해볼 시

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사

님을 다른 곳에 묶어놓고 다음으로 장로

를 불러내어 똑같이 묻습니다. 그들의 질

문에 장로도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또 강단 위에 걸려 있던 십자가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부터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하고 침을 뱉으면 살려준

다는 말에 목사고 집사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엔 청년들

에게 총을 들이대며 예수를 믿겠는지를 또 

묻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 한 명이 당

당하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태어나서 오

늘까지 살았고, 지금 당신들 손에 죽는 다

해도 나와 예수님 관계는 절대로 떼어 놓

을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나의 모

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목숨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

이라면 기꺼이 순교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함께하던 또 다른 청년 

한 명도 담대하게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인

민군들이 이 둘은 당장에 죽여야한다고 죽

이려고 했을 때 어떤 인민군 한 명이 “대장

님, 이 두 놈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아래 골

짜기로 데려가서 무덤을 파게해서 그곳에

서 두 놈을 쏴죽이고 오겠습니다”고 합니

다. 그래서 그 두 청년은 죽을 자리로 끌려

갑니다. 산등성이를 지나 계곡에 다다르자 

그 인민군이 “나도 장로님 아들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 당신들 여기서 내가 목숨 걸고 당신

들을 살려주겠다. 이길로 내려가면 임진강

이 나오는데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남쪽으

로 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디서든 다

시 만날 것이다”고 말하고는 허공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

람들은 인민군들의 보급품을 나르다가 미

군 전투기 폭격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고 합니다. 그리고 두 청년은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그 청년들을 살려준 그 인

민군도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훗날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

는 죽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

기로 이어진 하나님의 생명사역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생명의 사

활이 걸려있는 일임을 명심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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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찾고 있기에 많은 혼

란을 겪는다. 

이런 청소년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표현

할 수 있을까? 

개리 챕먼 박사는 청소년에게 

다섯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words of affirmation(칭찬 

및 긍정적인 인정의 표현), physi-

cal touch(신체적 접촉), quality 

time(양질의 시간), acts of ser-

vice(희생하는 행동 및 모습), 그리

고 gits(선물). 

이번에는 양질의 시간(quality 

time)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시간(time)은 삶(life) 자체이다. 

십대자녀에게 시간을 투자한다,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삶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다

룬  칭찬이나 신체적 접촉은 일시

적이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하지 

않지만 ‘시간’은 단어 그 자체처럼 

많은 시간을 필요로한다. 

청소년 자녀에게 포커스를 두

지 않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

는  가정엔 꼭 사랑에 굶주린 자

녀가 있다. 

특히, 사업이나 사역에 모든 것

을 걸고 뛰는 부모는 심리학자 러

스 캠벨(Ross Campbell)의 다음과 

같은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녀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

면, 결국 십대시절에 자녀가 많은 

anxiety(걱정/근심)를 느끼고, 부

모에게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에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 

발달에 심각한 어려움이 많다”  

그럼 십대자녀에게 시간을 투자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부모가 자녀와 함께 같은 

공간에, 또는 곁에 있는 것을 말하

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아빠와  아들이 함께 

농구게임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아빠가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아이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요

즘같이 다 각자 자신의 핸드폰만 

뚫어지게 보고 있다면, 아무리 같

은 공간에 있다해도 별 의미가 없

다. 같이 있을 때, 눈을 맞추고, 대

화하고, ‘터치’등을 통해 아이에게 

“네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부모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함

께 시간을 보내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무엇을 함께 하느

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함께 하

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분리해

보자.  

첫째, 좋은 대화를 나눠야한다. 

대화란 일방적이어선 안된다. 부

모만 말한다면 이것은 강의나 잔

소리가 된다. 부모는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듯이, 부모는 십대자

녀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 부분에 

약하다. 그 이유는, 부모는 항상 가

르치고 지시해왔기에 그렇다. 

하지만 부모는 십대자녀를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다뤄서는 안된

다. 십대자녀에게 그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 질문하되, 따지거나 

꼬치꼬치 토를 달아서도 안된다. 

대다수의 아이는 청소년 시절 

말 수가 줄어준다. 그 이유는 부모

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

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

현할 때 무시당하거나 부모와 말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대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 아이로 하

여금 입을 열어 대화하도록 유도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화 할 땐 꼭 눈을 맞추고 

집중하며 대화함으로 부모가 아이

에게 온전히 시간을 할애하고 있

음을 보여줘야 한다.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듣는 시

늉을 해선 안된다. 특히 multi-

tasking을 금하고, 하던 일을 중단

하고 아이와 대화하자. 만약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면, 자녀

에게 “미안하지만 한 10분 후, 엄마

가 지금 하는 일을 마치고 대화하

자. 그러면 좀 차분히 대화할 수 있

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대해 주면 

십대자녀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

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대화할 때 말보다는 아이

의 감정을 느끼고 감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이의 말을 들을 때, “지금 저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라. 또, 아이에게 물

어보기도 하라. 예를들어, “그러니

까, 지금 너는 내가 너의 스케줄을 

모르고 있어서 실망했다는 말이

니?” 같은 확언은 아이로 하여금 

좀 더 구제척으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게 해준다. 말은 감정을 전

달하는 도구이기에, 말 뒤에 존재

하는 아이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은 대화의 기초라 하겠다.

추가로, 십대 자녀의 감정은 몸 

자세, 즉 body language를 통해 포

착할 수 있다. 아이가 주먹을 쥐고 

있거나, 손을 떤다든지, 눈물을 글

썽이든지, 눈썹을 찌푸리고 있든

지 등을 통해 아이의 감정을 파악

하라. 

이렇게 십대자녀의 감정을 먼저 

이해한 뒤, 아이의 말과 body lan-

guage가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아이의 말이 우와좌왕, 앞

과 뒤가 맞지 않을수도 있다. 그리

고, 부모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

는지 짐작하고 아이의 말을 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선 안된다. 아이

가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느낄 때까지 들어주

고,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가로막

거나 끊지말라. 즉, 부모가 더 듣고 

덜 말해야 한다.  

넷째, 대화 중 필요하다면 아이

의 생각을 정리하는 질문을 하라.

예를들어, “네 말은 이러 이러한 

것이 틀렸다는 뜻이지?” 또는 “지

금 너는 엄마가 준비한 식단이 싫

다는 말이니, 아니면 배가 고프지 

않다는 말이니?” 같은 질문은 아

이로 하여금 부모가 “내 말에 귀

를 기울이고 있다, 내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또 부모

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좀 더 명

확히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게 유

도한다. 

부모는 부모의 생각이나 반응을 

일방적으로 표현하기 보다 “내가 

너의 말을 다 들어 줄 것이다. 하

고 싶은 말 다 하거라”라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다섯째, 아이의 말을 이해하고 

동감하도록 노력하라. 자녀를 이

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

이의  입장에서 상황과 관계를 보

는 것이다. 그럴려면 부모는 부모 

자신이 자녀의 나이였을 때를 자

주 상상해봐야 한다. 동감은 아이

의 입장을 100%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아이의 감정을 이해

한다는 것이다. 예들들어, “물론 친

구들과 몰에가서 쇼핑하는 게 재

미있겠지” 또는 “운전을 못하게 되

면 무척 불편하겠지. 이해한다”라

고 아이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이가 원

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는 뜻은 아

니다. 

여섯째, 아이가 말을 끝낸 후, 부

모가 부모의 의견을 표현한다. 특

히, 아이에게 “이제 아빠가 아빠의 

생각을 말해봐도 될까”라고 정중

히, 진지하게 물어보도록 한다. 처

음엔 매우 어색하고, “정말 내가 부

모로서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대해

줘야하나”란 생각이 들수도 있지

만, 부모가 정중히 대해주면 아이

는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

론, 어떤 아이는 부모와 계속 대화

하겠고, 또 어떤 아이는 부모의 입

장을 무시하고 들으려하지 않을수

도 있다. 후자의 경우 대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즉, 아이의 입

장이 부모에게 전달된 후 아이가 

부모의 생각이나 입장을 무시한다

면) 결국 대화를 끊은 이가 자녀이

기에 부모의 최종 결정에 항의할 

수 없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십대자녀를 잘 이해하고 사랑해

주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십대자녀도 점차 성숙해질 

것이기에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시간과 대화를 통해 그들을 이해

하고 사랑해줘야 한다.  

교육칼럼(9)

청소년의 다섯가지 사랑의 언어(4)

세계 최고의 점프 스턴트맨이 

생명을 잃은 이유가 어처구니 없

다. 그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이 낙

하산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실화다. 

그의 경력과 노련함은 그를 살리

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수 천 번을 비행기에서 뛰어내렸

어도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낙하산을 가졌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에는 자신이 당연

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모

두 ‘우리가 ~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어떤 현상과 행위를 자랑하

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

았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목사, 선교사 

가문입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 우리에

게 분명히 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

까?”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할 가

장 위험한 생각이 있는데, 영접한 

행위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

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 때 제가 분명히 영접기도 하

지 않았습니까?”

“그 때 제가 눈물 흘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고백하는 행위때문이 아

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신

다. 고백을 수 백 번, 수 천 번 했어

도 예수님이 심령에 없다면 낙하

산 없는 노련한 스턴트맨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모신 삶은 예수님의 

향기와 성품이 열매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성령의 내적 확신의 증

거와 열매로 나타나는 외적 증거

가 합쳐져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영혼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원수

였던 우리가 용납하심을 받은 이

유도, 평생을 악하게 산 강도가 낙

원을 약속받은 이유도 오직 한 가

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만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에 주님

만 우리의 모든 찬송과 자랑이 되

신다.    

세계 최고 스턴트맨의 죽음

정  기  정   목사

샘물교회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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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원 목사)가 6일 오후 서울 연동교

회(담임 이성희 목사) 베들레헴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 무엇을 어

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

34차 열린대화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경원 대표회장의 개회

사에 이은 이세령 목사(한목협 공동총

무, 복음자리교회, 미래교회포럼 사무

총장)와 박성흠 부장(CBS 종교개혁500

주년기획단 부장)의 주제발제, 이만규

(예장통합 종교개혁500주년기념준비

위원회 위원장)·한영복(기독교한국루

터회 부총회장) 목사 등이 참여한 논찬 

및 열린대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교회 개혁의 방향’을 제목

으로 주제발제한 이세령 목사는 “참된 

회개도 없이 기복 신앙의 설교를 듣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교회는 세

례를 베풀어 왔다”며 “회개의 참된 증

거, 거듭남의 증거도 없이 세례를 베풀

어서 성화의 동력과 동기도 없는 성도

를 양산해 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들을 부르실 때 ‘버리고 따르도록’ 하셨

다”고 했다.

이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세례 

과정에서 자신의 죄와 세속적인 세계

관을 끊어버리는 참된 회개가 없다”며 

“따라서 세례를 베풀 때, 회개의 구체

적인 증거로서 버림이 있는 삶을 사는

지, 주변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진정한 회개 없이 세례를 받

은 성도는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만을 

하기 십상”이라며 “교회당 중심의 신앙

생활은 죄와 싸우는 삶보다는 성공과 

성장을 지향하게 한다. 목사들도 예외

가 아니다. 목사를 참된 복음의 선포자

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술자로 간주하는 것이 오늘

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목사는 “성도 대부분이 이명

증도 없이 마치 쇼핑하듯 교회를 옮긴

다. 공교회성이 상실된 것”이라며 “무질

서한 수평이동은 교회 성장에 좋은 발

판이 됐지만, 최근 이단 대처에 치명적 

약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가만히 들어

온 여우가 포도밭을 무너뜨리는 일’은 

이명증 하나면 있었으면 절대로 가능하

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가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주

일 밤 예배가 사라지고 주일 오후에 예

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숫자가 낮 참석

자의 20~30%에 그치는 현실은 가정의 

역할이 강화돼야 함을 말해준다”며 “가

정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현실

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구들이 각자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가정에서 

서로 격려하는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며 “앞선 세대가 가졌던 가

정예배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못자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L A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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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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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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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11:00

수요집회 오후7:00 

정우성 담임목사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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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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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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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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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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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천 담임목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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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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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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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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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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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치과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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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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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LA 온하늘교회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담임목사

 담임목사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주일예배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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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산타모니카교회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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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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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EM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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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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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기도회 오후 7:00

강진웅 담임목사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 김 담임목사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회개 없는 세례식”
‘개혁’� 주제� 한목협� 열린대화마당서…이세령� 목사� 지적

한목협 열린대화마당이 진행되고 있다. 

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맨 오른쪽)이 방망이를 두드리며 특별사면을 선포하고 있다.

“예장통합,김기동·故박윤식 목사 등 특별사면”
권징� �1�6명·언론� �1곳도� 포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채

영남 목사)이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

회)·故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

회)·변승우·이명범 목사를 특별사면

했다.

예장통합은 12일 서울 한국교회백주

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영남 총회장이 직접 방망이를 두

드리며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선포

했다.  

채 총회장은 특별사면 선언문에서 이

들이 “회개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총

회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로 약속했다”

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맞이

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선포에 앞서 낭독한 ‘총회장 담화문’

을 통해서는 “그 동안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하

고 그들과 담을 쌓고 지내왔다”며 “성

경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것

이 아닌 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거

스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용서는 권

리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

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용서하고 화해

하자.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성도

들과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과 한국교회의 지체로 돌아오도록 기도

하자”며 “그래서 총회 2세기를 부흥과 

성장, 감동과 감격으로 새롭게 시작하

자”고 전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총회 한 임원은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

량과 복음의 온전하고 총체적인 차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며 “따

라서 신학적 독선과 오만은 금물이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범죄”

라고 했다.

이밖에 통합측은 권징책벌자 16명과 

언론사인 교회연합신문을 특별사면 했

고, 기장 설립자인 故 김재준 박사에 대

해선, 그를 파면하기로 한 제38회 총회 

결의를 철회하도록 제101회 총회에 청

원하기로 했다.

사면 대상을 심사했던 특별사면위원

회 위원장 이정환 목사는 △기독교 신

앙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 문제로 이

단 정죄된 자 △본질적 문제라 할지라

도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해 개선할 의

지를 가진 자 △사면 후 총회가 실시하

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이 이번 사면 대상 선정 기준

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제100회 총회는 특별사면

위원회를 총회특별원회로 구성, 1912

년 9월 1일 총회 창립일부터 제100회 

총회 폐회 때까지 책벌 받은 자들 중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

에게 제100회기에서 한시적으로 사면

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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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 동 부 , 팜 스 프 링 스 지 역

파사데나,라크라센타,라캐냐다,글렌데일,밸리,벤추라, 버뱅크 지역 

사 우 스 베 이  지 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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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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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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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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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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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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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철 담임목사1부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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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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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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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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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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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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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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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규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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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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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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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이창민 담임목사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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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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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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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에배   오후 8:00 ( 금 )
Awana   오후 8:00( 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 금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방수민 담임목사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 금 )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송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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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문/서/선/교에 앞장서는   

최승목 담임목사
매일QT 월~금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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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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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준 담임목사

송재호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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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목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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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LA예배처소
주일(영상예배) 9:30am,11:30am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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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e-mail: iccc.o�  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박정환 담임목사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윤대혁 담임목사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뉴욕 주 대법원 ⓒ Albany NY/ wikimedia.org/ CC

“직접 출산이나 입양 안 했어도 부모 권리 인정”
뉴욕� 주� 대법원� 레즈비언� 커플� 친권� 문제� 판결

뉴욕 주 대법원이 생물학적 관계가 

없으며 입양한 관계도 아닌 사람에게 

부모의 권리, 즉 친권을 부여한다는 판

결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은 두 레즈비언 커플들의 

소송을 다루었다. 

이 레즈비언 커플들은 뉴욕 주에서 

동성결혼이 불법이던 시기에 동거하며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임신하기로 했고 

자녀를 출산한 후 공동으로 양육했다. 

그러다가 결국 헤어지게 됐는데 당시 

법에 따라 자녀를 직접 출산한 여성만

이 100% 친권을 갖게 됐고 그렇지 않

은 여성에게는 어떤 권리도 부여되지 

않았다. 한 소송에서는 친권이 없는 여

성이 친권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소송에서는 친권을 가진 여성

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 자녀양육비

를 청구했다.

이 두 소송에서 대법원은 친권이 없

던 여성들에게 친권을 부여했다. 임신

을 공동으로 결정했으며 자녀를 공동

으로 양육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뉴욕 

주에서는 친권을 가지려면 실제로 자

녀를 직접 출산했거나 입양을 해야 했

다. 대법원은 “과거의 (친권에 대한) 정

의는 다양하게 증가하는 가족 구조에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 당

시 동성결혼이 불법이었고 당연히 부

부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즉, 부부가 아

닐지라도 임신 계획과 양육을 공동으

로 했다면 친권이 발생한다는 이 판결

로 인해 앞으로 동성 커플, 그 중에서

도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하는 레즈비

언 커플들의 자녀 양육권에 대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소송 사례는 뉴욕 주뿐 아니라 

이미 메릴랜드, 콜로라도, 텍사스 주 등

에서도 발생한 바 있으며 모든 법정에

서 뉴욕 주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김준형 기자

“진정한 제자도에 감명 받아 ”

美하비스트교회� 스텝� 목사들…컨퍼런스에서� 밝혀� � � � 

[1면으로부터 계속]그는 “이 행사 참

여자들의 80%는 친구의 인도로 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한 

전도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전

도 방식으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초대하고 데려온다”고 했다.

또 “그들에게 불신자 친구들을 데려

오도록 도전을 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

다. 그리고 그들이 그 관계를 (신앙적으

로) 잘 발전시켜서 이런 행사를 복음 제

시를 위한, 중요한 머릿돌과 같은 하나

의 소중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콜린스 목사에게 

“오늘날 성령께서 젊은이들 사이에 행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가장 고무적인 

징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물

었다.

콜린스 목사는 “새천년 세대들과 함

께 있으면서, 신앙이 있는 아이들은 교

회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목격했다”면

서 “그들은 화려한 불빛 쇼나 연극에 

감명을 받는게 아니라 ‘진정한’ 제자도

에 감명을 받는다. 내가 목격하는 젊은

이들은 말씀에 진지하게 심취하며 자

신들의 신앙에 진지하다”고 말했다.

이런 ‘제자도’는 하비스트교회 크루

세이드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핵심 가

치이다. 이 아웃리치 전도 프로그램은 

집중적인 후속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

되며, 새신자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

록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250여 개 교

회들이 협력한다.

파웰 목사는 “당신이 이곳 교회에서 

헌신의 결단을 하지 않고, 그다지 중요

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다른 지역에서 

헌신하기를 좋아했으면 한다”고 말했

다. 두 목사의 팀들은 새로운 등록 신

자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 그들의 거주

지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결하는 

일을 한다.

“당신은 여기서 그 틈들을 통해 침투

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

께 헌신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다면, 당신의 믿음이 단

지 말로만이 아닌 진정 (영혼을) 구원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당

신의 삶 속에서 많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파웰 목사는 인터뷰 마지막에 “ ‘만

약 당신이 젊은이들을 지배할 수만 있

다면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한 사

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

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위

해,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자

신들을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두신 것’임

을 깨닫게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만일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

다면, 이들이 주님께서 자신들을 사용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 “히틀러가 불법적인 목적을 이루

기 위해 그러한 일을 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

기 위해 그 만큼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UMC, 동성애 수용 검토 위원회 설립 연기”

美연합감리교회(UMC)가 동성애에 

관한 교단의 입장 변화들을 분석·검토

한 후 제시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을 연

기하고 있다.

미국연합감리교회 대표들은 올해 초 

열린 총회에서, 동성애와 (남성간) 동성

결혼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재검토하

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실

행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많은 수의 위

원회 후보자들이 진행 절차의 연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실행위원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위원회의 임원 후보자들의 수가 늘면

서 임원들의 임명이 연기됐다. 모든 후

보들을 충분히 고려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7월 회의에 이어 실행위원회는 

전·현직 감독들에게 8월 15일까지 최

대 5명의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당시 

이들은 위원회의 임원 구성이 8월 31일 

내로 완료되고 10월 중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또 “위원회 임원선출을 위해  300명 

이상의 후보자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정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

했다. 

한편 UMC의 권징조례에 따르면, 동

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결혼은 ‘한 남

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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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C . / 얼 바 인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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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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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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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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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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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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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오병익 담임목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남가주 벧엘 교회남가주 벧엘 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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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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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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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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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6:00 (토)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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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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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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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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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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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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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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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안창훈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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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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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l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  ce)
www.nextsarang.co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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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김민재 담임목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공동체

예친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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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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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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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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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美 십대들, 4명 중 1명 성경 읽다”

Mission Community Church

“美성서공회가 2016년 성경에 대한 

미국 십대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25%가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을 읽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를 실시한 바나 리서치에 따르

면, 또 86%는 성경을 종교적으로 신성

한 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십대는 

69%,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성경을 

읽는 십대는 42%였다. 53%의 십대들

은 성경을 더 많이 읽기를 원한다고 답

했다. 

美성서공회 아서 사터화이트는 “미

국 십대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고 반신

론에 빠져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조사결과, 상당수의 미국 

십대들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관심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의 십대들은 

지난 1년 간 성경을 읽는 시간이 줄어

들었다고 답했다. 그 주된 이유에 대해 

41%는 “해야 할 일들로 인해 너무 바빠

서”라고 했다. 

반면 18%는 “최근 1년 간 성경 읽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대

부분은 “성경읽기가 신앙의 여정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터화이트는 “성경이 노력, 시험, 승

리와 같은 인간의 모든 인생 경험들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십대들이 인

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美성서공회는 “십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 들고, 인생을 변화시

키는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하고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63%의 십대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는 “

부모님이 성경을 자주 혹은 가끔 읽는 

모습을 본다”고 답했다. 

더불어  54%는 “가정에서 성경이 굉

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32%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

말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50개 주에서 13~17

세의 십대들 1,013명을 무작위로 선택

해 지난 5월 6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으로 실시했다. 

강혜진 기자

美성서공회� 조사…십대� �2�5�%가�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 읽어� � � 

ⓒ英크리스천투데이

마호메트는 진

실로 무실림 선

지자인가? 무슬

림에서 개종한 

기독교 변증가는 

이에 대해서 “양 

종교를 주의 깊

게 연구한 결과, 

그렇게 생각하

지 않는다”고 답

했다.

국제적인 연설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빌 쿠레시는 이슬람교를 믿

으면서 성장했다. 그러나 그의 대학

시절 학교 친구 중 하나인 데이빗 우

드로부터 신앙에 대하여 도전을 받았

었을 때, 비로소 기독교를 접하게 되

었다.

쿠레시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

의 인터뷰에서 “이 친구는 대부분의 

크리스천과 같이 죽은 것처럼 살지 

않고, 기독교를 실제로 변호하면서 

이슬람의 문제들을 보여주었다. 이것

은 일단 시도를 하면 굉장히 쉬운 일

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레시는 친구 우드를 통해 이슬람

교와 기독교에 대한 수 많은 증거들

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3년 

동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1년 동안 

이슬람 신앙에 대해서 공부했다. 

두 종교를 철저히 조사한 후에, 그

는 ‘기독교는 확실한 증거들로 튼튼

한 반면 이슬람교는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사실, 그는 무슬림 선지자 마호메트

에 대한 주장이 역사적인 사실과 모

순된다고 여기고 있다.

그는 “마호메트의 가르침과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는지와 

같은 특성을 체계화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기초”라고 설

명한다. 

                         강혜진 기자

“마호메트를 선지자로 생각 안해”
무슬림� 출신� 기독교� 변증가� 나발� 쿠레시� 밝혀� 

“덴마크, 3개월 간 1만 명 교회 떠나 ”

최근 덴마크 정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덴마

크 교회(Church of Denmark) 수만 

명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이 기간 1만 

명의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으며, 이

는 1월부터 3월까지 같은 기간에 비

해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무신론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신

성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캠페

인을 벌였기 때문이다.

덴마크무신론자협회를 이끌고 있

는 앤더스 스트제른홈은 덴마크 일간

지 폴리티켄과의 인터뷰에서 “덴마크

인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기쁘

다. 많은 덴마크인들은 헌신된 기독교

인이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신

앙을 하는데 왜 비용이 들어가야 하

는가?’, ‘예수님과 무함마드가 하나님

과 대화했는가?’라는 질문을 담긴 배

너를 걸었다.

정부의 공식적인 후원을 받는 국교

인 덴마크 교회는 최근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신앙적인 표현들이 꾸

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모든 

덴마크 시민들은 세례와 동시에 교인

이 되지만 이후 다른 종교를 갖게 되

거나 어떤 신앙도 갖지 않게 되면, 회

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덴마크 교계 지도자들은 

교회를 떠나는 이들의 수가 계속 늘

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달 노르웨

이도 국교인 루터교회에서 간단한 회

원탈퇴 절차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띄웠을 때, 비슷한 효과를 경험했다고 

보도했었다. 

당시 4일 동안 약 15,053명의 교인

들이 탈퇴를 선택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강혜진 기자

무신론� 캠페인� 영향…앞서�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

나발 쿠레시  

ⓒ크리스천포스트



전면 광고 제 545호2016년 9월 15일 목요일12



제 545호 132016년 9월 15일 목요일연  재 

가데스바네아(Kadesh Barnea) 

에서 헤브론(Hebron)으로 열두 정

탐꾼을 보낸 사건 후 이스라엘 백

성은 가나안으로 올라온다. 

광야를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면

서 적다운 적을 만나보지 못한 이

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에서 강력

한 남부 도시국가였던 아라드를 

만나게 된다(민21:1~3).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첫 전투에

서 패한 이스라엘은 결국 광야를 

가로지르는 코스에서 멀리 홍해 

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

한 이후에는 겐 족속이 유다 족

속과 함께 살았고(삿1:16~17), 사

울이 아말렉을 치기 전에 겐 족속

이 피신케 한 곳이기도 하다(삼상

15:1~6). 

남북왕국 시대에는 웃시야 왕의 

농업정책 실시지역(대하 26:1~10)

이었으며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대하 

34:1~7). 남왕국 유다가 망하면서 

에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살

기도 하였다.

아라드는 이스라엘의 남부 도시

로, 면적은 93.14㎢, 인구는 23,400

명(2009년 기준)이다. 

네게브 사막과 유대 사막의 경

계 지대에 위치하며 사해에서 서

쪽으로 25km, 브엘세바에서 동쪽

으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

치한다. 

천식 환자에게 좋은 맑고 깨끗

한 공기로 유명하다. 북동으로 광

야 길을 한 15km쯤 올라가면 마사

다 요새의 서쪽으로 올라가는 광

장에 도착한다. 

네게브 광야의 주요 도시 가운

데 하나였던 아라드는 역사 속에

서 사라졌다가 이스라엘이 건국 

된 후 1960년에 개발되기 시작하

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대 도시 

아라드는 광야의 오아시스처럼 아

름답다. 

구약시대에 번성하였던 아라드

는 현대 도시에서 서쪽으로 4km

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575m가 되는 아라드 현대 

도시는 고독한 광야의 도시이지만 

도시 안에 들어 가보면 광야인 것

을 느낄 수 없도록 잘 가꾸어 놓았

다. 한국 사람들이 이집트를 거쳐 

오는 타바 코스로 오는 경우, 십중

팔구는 아라드에서 숙박한다. 보

통 타바에서 아라바 광야를 거쳐 

북상하면 아라드까지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아라드에 숙박하는 이유는 첫

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

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스라엘 순

례를 3박 4일이나 4박 5일 잡아온 

팀은 대다수 이곳에서 숙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비용 문제 

때문인데 홍해나 사해 지역은 숙

박료가 높기 때문에 여행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아라드에서의 숙박

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집트 시내산은 보통 새벽 1시

쯤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잠

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따라서 시내산에서 내려와 타바

를 거쳐 이스라엘에 입국하면 홍

해에서 쉼을 갖는 것이 이상적이

다. 일정이 촉박하면 사해까지 올

라와 사해에서 온천욕과 더불어 

쉼을 가져도 좋다. 

그러나 여행비가 저렴한 경우,  

여행사에서는 비용에 맞춰 숙박지

를 정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현지 여행사로서도 사람들을 홍해

나 사해로 안내하기 힘들다. 한국

에서부터 여행비를 제대로 지불하

고 오면 좋지만, 가격 경쟁이 심하

다 보니 손님들에게 요금을 제대

로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순례객들은  

일단 가격이 저렴한 여행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불편함은 순례객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

는 사람들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

고 호텔 수준도 모르기에 그저 감

사함밖에 없겠지만 시내산의 피로

가 계속 따라다니는 줄은 잘 모른

다. 아라드에서 자고 나오는 순례

객들은 아라드에서는 단순히 숙

박만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아라

드 주변이나 성경의 역사적 배경

이 되는 광야의 현장을 둘러볼 시

간이 없다.

미국에서 오는 경우는 일정도 

넉넉하고 가격도 좋아서 홍해나 

사해에서 숙박한다. 물론 때에 따

라서는 아라드에서도 숙박한다.

어쨌든 아라드는 광야를 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이니 아라드에 숙박하게 된다면 

저녁 식사 후 호텔에 비치된 담요 

한 장을 들고 광야로 나가 보라. 별

빛이 쏟아지는 광야에서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96년 여름에 필자는 서

울 동은교회 담임 목사 및 성도들

과 함께 아라드 광야에서 기도하

다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

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청년들도 은혜를 받고 힘써 주의 

일을 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

었다. 오늘 밤에도 혹시 아라드에 

숙박하게 되었다면 광야로 꼭 나

가 보기 바란다. 혹시 시간이 맞게

되면 서쪽으로 지는 일몰의 아름

다운 장면을 볼 수도 있고 이른 아

침에는 사해 쪽에서 떠오르는 아

름다운 일출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아침에 마사다 뒤편으

로 돌아가 버스에서 내려 마사다

(Masada)를 등산하는 것도 좋다. 

시내산의 피로가 확 풀릴 것이다.  

시내산을 다녀온 사람들은 마사다  

등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며 힘차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이 경사로를 통해 오르는 것

은 의미가 있다. 이 경사로는 AD 

70~73년 사이에 로마 군인들이 마

사다를 정복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쌓아놓은 언덕이기 때문이다. 걷

다보면 그때 쌓기 위해 사용했던 

나무들이 흙 속에 묻혀있는 모습

들도 볼 수 있다.

아라드 주변에는 현대 도시 디

모나(Dimona)가 있고, 좀 멀찍이

에는 브엘세바(Beersheba)가 서남

쪽으로 있으며, 남쪽으로는 미쯔

베 라몬(mitzvah Ramon)이라는 

광야 도시가 있다.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의 무덤이 있

는 키부츠(kibbutz) 이스라엘 집단

농장도 이 주변에 있다.

고대 도시의 흔적으로는 멀리 

남쪽부터 가데스 바네아(Kadesh 

Barnea), 마크데시 라몬, 아브닷

트(Avdat, AD1세기 나바티안 제

국 시대 사용했던 도시로 AD4~6

세기  교회의 유적이 있다)가 있고, 

아브닷트 주변에는 에인 아브닷이 

있다. 에인 아브닷은 마치 그랜드 

케년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계곡

으로 계곡사이에 물이 흐른다. 아

브닷에서 북쪽으로는 맘쉬트라는 

고대유적지가 있으며 서쪽으로 가

면 이집트 국경 가까이에는 쉬브

타 라는 고대 도시 유적도 있다.

2004년 유월절쯤에 몇 명의 한

국인들과 이집트 국경 쪽 광야를 

탐사한 경험이 있는데 이스라엘

에서 주장하는 시내산이라는 곳

과 모세와 아말렉이 싸웠다는 곳

을 다녀왔다. 힘든 길이었지만 고

대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를 더듬

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아라

드를 중심으로 한 고대도시의 탐

사와 광야 체험 등은 성지를 이해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순례객들

이 광야 길을 한 시간쯤 걸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어

떻게 일어났을까? 구름기둥과 불

기둥은 어떻게 생겨 활동하다 어

떻게 사라졌을까? 40년간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였

을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나

타나야 되는 곳이 아라드이며 주

변지역인 것이다.

지금도 광야는 여전하다. 출애굽 

당시 3,500년 전이나 별반 생태계

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달

라진 것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

는 사람들이 그 시절을 이해할 수 

없도록 생활이 달라졌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성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아라드와 주변지역을 둘러보면

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광

야(Wilderness)를 지칭하는 히브

리어 단어 '미드바르'를 다시 생각

해 본다. 

히브리어 ‘바‘는 무엇, 무엇 안에

서 라는 뜻이고, '미'는 어디서부터 

뜻이고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

이다. 결국 광야에서 우리가 찾아

야 될 해답은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니 오직 광야 밖

에 없는데 어

디서 만나나 

메추라기, 구

름기둥과  불

기둥이 왔다

는 말인가? 

오직 하늘의 

하 나 님 에 게

서 왔을 것이

다. <계속>

광야의 도시 아라드(Arad)와 주변지역

네게브 광야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아라드  
아라드는 광야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5)

구약의 유적지 아라드 및 주변 지역도.

아라드 광야의 모습.마크데쉬 라몬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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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 보다 청년 실업률이 높

은 요즘이다. 취직을 위해 이력서와 

더불어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는 노

력들이 가히 눈물겹다. 한정된 지면

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내

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소기의 목적을 위해 나의 매력을 

어필하는 작업도 어렵기 짝이 없는

데, 하물며 있는 그대로의 ‘나’란 존

재를 설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욱 난감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

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나’를 모르고 살아간다

는 것이 실로 치명적이며 위험한 일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 

할 방법은 무엇일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만이 진

리로 받아들여지는 현대의 추세에 

따라, 뇌 사진을 보여주거나 DNA 분

석결과를 알려주면 그것이 나를 온

전히 설명하는 것일까? 나의 직업이

나 나이, 생활 환경 등을 설명하면 그

것이 나인 것일까? 그도 아니면, 내

가 가진 세계관과 삶의 철학을 설명

하면 비로소 나에 대한 설명이 완성

되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자신을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경험을 해 보길 권한다.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연구하고 해석하는 작업들

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작업을 

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정

보들이 얼마나 객관적 사실들에만 

편향되어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 하

물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빈약한 

정보에 놀라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는 자

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쓰면 족히 책 

한 권 분량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사

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사의 경험적 단편이 될 수는 있

어도 자신에 대한 다각도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개인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서도 왜곡되게 해석되었을 가능성마

저 농후하다.

이제 적성 검사나 여러 심리 검사 

도구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를 생각해 보자. 

자신에 대한 지적 판단 기준을 갖

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

며 귀한 내적 자원임엔 분명하다. 또

한 그 판단을 토대로 타인과 관계의 

질을 높여가는 방편으로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적으로 

풍성한 정보가 나에 대한 ‘이해’에 직

결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야

기가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정보와 해석은 자기 ‘이해’ 와는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자기 이해는 

개인의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적 판

단을 포함하되, 그것을 초월하는 인

간적인 가치가 있다. 객관적이고 과

학적인 것을 넘어선 직관적이며 영

적인 영역을 더불어 갖는다. 자기 이

해란 자신과 소통하는 작업이며 과

정이다. 그래서 자기 이해의 과정이 

단순할 것 같으나 더 없이 심오하듯

이, 자신과의 소통은 저절로 이루어

지는 쉬운 일은 아니다. 

인간의 일생은 저마다 다양한 역

할을 수행하는 거대한 연극과 같다.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강요한 역할을 잘 

수행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연극 

속의 주인공이다. 그렇다면 무대 위

의 ‘나’와 무대 밖의 ‘실제 인간’, 즉 겉

으로 드러난 나와 그 이면의 나는 얼

마나 다른가? 우리는 역할을 맡은 나

와 실제의 나 사이에서 복잡하게 뒤

얽혀 있다. 그 속에서 때론 긴장하며 

때론 자책하고 때론 숨어버린다.

자신에 대한 정보의 나열이 자기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정보 자

체가 자신을 들여다 볼 힘을 제공하

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이해가 자기와의 소통이라고 

말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존재하는 여

러 모습의 자기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무

대 위에서의 나는 거짓이며, 무대 밖

의 나만이 진짜가 아니다. 나는 그렇

게 분리될 수 없다.  총체적인 모든 

모습이 결국 다 ‘나’이다. 

나와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깊은 관심과 통찰이며 

자신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다. 일기

를 쓰면서도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했던 우리지만, 가식을 벗은 정직

함으로 나아갈 때, 무대 밖의 참된 나

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 실

제의 나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서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자신을 공

개할 용의가 있을 때 드러날 수 있으

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화장이 짙어지고, 

민낯이 두려워지며, 적나라한 햇볕 

아래보다는 적당한 조명 밑에서 편

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잠들기 전에 

화장을 깨끗이 지워내야 하는 작업

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온전하진 

않지만 진실되길 원하는 심정으로 

내 안의 민낯을 빛 아래 비춰볼 수 있

는 용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한  수  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할 방법은?한수희 칼럼(14)-자기 이해의 힘<2>

그렇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

나 결코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지 예루살렘이 아닌, 길목에 

위치한 한 소외된 영혼, 종교-사회

적으로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그저 지나치지 않으시

는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 대속

의 서곡이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기를 원했다. 그러나 예

수님은 직접 삭개오가 올라간 뽕

나무 밑으로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을 거신다. 그의 친구가 되신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때나 지금

이나 죄인마저도 기쁨의 사람으로 

변모시킨다(눅19:1~6 참조). 

삭개오와 친구가 되는 것이 그

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하는 것

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아

셨으면서도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

의 집으로 들어 가신다. 사람들은 

쉴새 없이 수군거린다. 랍비 예수

가, 갈릴리의 그 선지자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세리장 삭개오를 향한 조롱의 

활시위는 이제 예수님을 겨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짐을 

나누어지기 시작하신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분은 삭개오를 위해 그

리고 삭개오와 동급 죄인인 우리

를 위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대

신 지신다. 대속의 복된 그림자가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위치한 삭

개오 이야기에 이렇게 짙게 드리

워 있다(눅 19:7 참조).  그러나 삭

개오 이야기는 여기서 바로 끝나

지 않는다.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고백을 

담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는 앞선 

1~7절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

어가 두 차례 반복되어 등장한다. 

바로 ‘주(Lord)’라는 단어다. 삭개

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

시옵소서”(눅19:8).

먼저는 누가의 나레이션(narra-

tion) 가운데, 그리고 곧 이어 삭개

오의 고백 가운데 ‘주’라는 의미심

장한 단어가 반복하여 등장한다. 

삭개오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예

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등장

하는 지니(Genie)가 아니다. 삭개

오의 죄책감을 ‘신비롭게’ 덜어준 

후, 그 후에는 이 세리가 전에 살던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세리 인생의 주가 되신다. 전에

는 맘몬이 이 세리장의 주인이었

다. 옆집이 경험하는 생존의 위협

과 이웃집이 직면한 경제적 몰락

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토

색하고 마구 거둬들였다. 그렇게 

맘몬을 ‘헌신적으로’ 예배했다. 어

쩌면 그렇게 해서라도 종교-사회

적으로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자

신의 인생, 회복 가능성이 유실된 

것 같은 그 인생, 그러니까 사는 것 

같지 않게 생존하고 있는 스스로

의 인생에 얼마 간의 위로를 제공

하고자 애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지금부

터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다(눅

16:13). 본래 정결함 또는 의로움

의 뜻을 지닌 ‘삭개오’란 이름은 더

는 수치와 죄악의 상징이 아니다. 

이제 삭개오는 회개, 변화, 그리고 

제자도의 상징이다. 

이웃을 토색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담보한 것이 이 세리의 이

전 삶이었다면, 이제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처분해서 가난한 이

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이웃에게 

피해 준 것은 넉넉히 보상하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

값싼 은혜를 무기 삼아 ‘죄인’임

을 입으로는 인정하나 자신이 이

웃에게 끼친 폐에 대해 책임지려

는 행동이 거의 부재한 우리 가운

데, 영화 <밀양>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아직 마땅한 실천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듯 보이는 우리 가

운데, 자기 죄의 심각성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 결과로 이웃이 겪어

야 했던 고통에 대해 정중히 보상

하려는 이 세리의 책임 있는 행동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다른 단어들처럼 ‘주(Lord)’

라는 단어 역시 공허하게 사용될 

수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

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리라(마7:21, 눅6:46)”고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8절에 등

장하는 삭개오의 고백은 전혀 공

허하지 않다. 그의 고백은 참된 삶

의 변혁(transformation)을 수반한

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

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

나이다(눅19:8).”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는 그 은혜에 합당

한 열매를 맺고 있다. 

추가로,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할 때, 그리고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

다”고 선언할 때, 누가가 미래시제 

동사 대신, 현재시제 동사를 사용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가의 현재시제 사용은 생생한 

묘사와 강조를 위한 것이며 아울

러 삭개오의 고백이 가진 진정성

을 강력히 암시해 준다.

신앙생활 가운데 ‘주(Lord)’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 그 단

어의 뜻이 퇴색해 버렸다. ‘주 예

수님!’이란 호칭을 계속 쓰다 보

니, 마치 ‘주’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이름(first name)정도로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한가. 하지

만 삭개오가 사용했던 그 단어 ‘주’

는 심각할 정도로 무게 있는 단어, 

무엇보다 진정한 삶의 변혁을 암

시하는, 강력한 단어이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

은 그 분 안에서 계시된 이스라엘

의 하나님만이 개인과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어떤 인간, 어떤 신화화된 존재, 어

떤 우상도 더는 주인이 될 수 없음

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은혜로 삭개오를 찾

아오셨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운 

방문 가운데 십자가의 복된 그림

자가 드리워 있었다. 그러나 주님

의 은혜는 결코 정적(static)인 은

혜가 아니다. 주님의 은혜는 역동

적(dynamic) 은혜다. 종교-사회

적으로 죽은 듯이 살아가는 삭개

오마저도 소생시키는 생명의 은혜

다. 너무나 심하게 망가져 재활복

구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세리의 

삶마저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갱

생의 은혜다. 이웃들이 완전히 포

기해 버린 이의 인생마저 예수의 

참 제자로 변화시키는 새 창조의 

은혜다.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

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가 

맞는가(딛2:14).

그렇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

나 결코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삭개오의 복음(3)이장렬 칼럼

이 장 렬  교수

미드웨스턴침신대학원 신약학



전작 <닭장 교회로부터 도망가

라>를 통해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 

운동론을 정리한 저자는 <나사렛 

선언>에서 의도적 작은 교회 운동

의 성경적 근거를 밝혔다.  

<나사렛 선언>은 안식일 날 예수

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61장 1~2절을 읽으신 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

니라”하신 누가복음 4장 16~30절 

사건에 그 배경을 둔다. 

이 선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의 “하나님나라 선포’와 ‘회개의 촉

구’ 메시지에 비견되는 예수님의 

자기 신원과 사명선언이다. 

예수님은 왜 나사렛 회당에서 사

역을 시작했는가? 저자는 이 질문

을 시작으로 성경과 고고학, 문헌

학적 연구를 통해 나사렛의 의미를 

‘가지’로 확정하고 있다.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일반적 의

미가 가지가 아닌, 잘려나간 그루

터기에서 다시 돋아나는 가지, 새

싹이다. 밑둥이 잘려 나가도 생장

점이 살아 있으면 다시 가지가 나

듯 한국 교회에 새로운 싹, 가지가 

돋으면 희망이 있다. 

저자는 대형화와 성공지상주의

를 추구하다가 망해 가는 한국 교

회의 현실을 보며, 이 위기를 타개

할 근원적 지혜를 나사렛 선언에서 

건져 올리고자 한다.

왜 지금 나사렛일까? 예수 당시 

나사렛은 로마의 변두리인 팔레스

타인, 팔레스타인에서도 갈릴리, 

갈릴리에서도 주변부 마을이었다. 

나사렛과 같은 시골 마을 농민들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토지를 내놓

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날품팔이

가 되었다가 그렇게라도 먹고 살 

수 없을 때는 광야의 도적떼가 되

었다. 착취와 가난, 절망의 땅에서 

예수는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셨고 

그 희망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다시 땅끝으로 그 희

망을 전한다. 

<나사렛 선언>은 이 시대의 예루

살렘 중심성, 로마 중심성을 해체

하고 하나님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올려보내고자 하고 있다.

이 책의 1장 ‘나사렛은 어떤 마을

인가’는 나사렛의 고학적, 문헌학적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2장 

‘나사렛의 의미는 무엇인가’는 “나

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

루려 함이니라”는 마태복음 2장 23

절을 주해하면서 둥치가 찍힌 그루

터기에서 새 ‘가지’(나사렛), 희망

이 시작됨을 설파한다. 3장 ‘성경에 

나타난 나사렛 사상’은 구약, 유대

교, 신약, 특히 누가복음의 족보에 

나타난 나사렛 사상을 탐구한다. 4

장 ‘예수의 나사렛 선언’은 예수님

의 정체성과 사명을, 5장 ‘왜 예수

는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했는가’

는 ‘주변부 반란’이라는 사회학 이

론으로 예수님의 나사렛 사역을 설

명한다. 6장 ‘예수 이후의 나사렛’

은 복음 전도의 근거지가 된 나사

렛의 지리적 역할, 초기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은 사회적 역할

을 정리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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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참 재미없는 세상뭟        
신동필 | 홍성사 | 128쪽

영혼의 결핍을 겪

는 이들과 함께 우

는 책. 이 책은 저자 

자신이 가장 고통

스러운 시기를 보

낼 때의 기록으로, 

사랑하던 모든 것

이 사라진 폐허에

서 발견한 작은 기적들을 담고 있다. 터

져 나오는 눈물이 상한 마음을 씻겨 주

는 것처럼, 그의 사진에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 3개의 장

으로 구성된 이 책은, 55장의 사진과 마

음을 울리는 짧은 글들이 담겨 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데이비드 구딩 | 전도출판사 | 414쪽    

다락방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의 본질에 해당하

는 중대한 교훈들을 

많이 베풀어주셨다. 

주 예수님은 교사이

셨고, 제자들은 그

분의 학생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학교였다. 우

리는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께 

배워야 한다. 또 지상에서 사셨다가 지

금은 하늘에 계신 그분처럼 되려면 어

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구약신학 연구동향      
김구원 | CLC | 280쪽           

독일에서 1881년에 

창간돼 2013년에 

125회 창간기념으

로 발행된, 세계적인 

구약학 전문 학술 저

널인 <구약 학술 저

널>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

che Wissenschaft[ZAW]) 에 실린 논문

들 가운데 몇 가지를 제외하고 우리말로 

완역한 것이다. 오경, 역사서, 지혜서, 이

스라엘 종교사, 사해사본 등 구약학의 핵

심 부분에 대한 과거에서 최근에 이르기

까지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있다.

 산을 옮기는 기도 
존 엘드리지 | 넥서스CROSS | 272쪽  

 이 책은 300만 독

자의 마음을 흔든 

존 엘드리지의 초

절정 기도 지침서

다. 기도가 무엇인

지, 왜 기도해야 하

는지, 기도를 어떻

게 시작하는지, 우

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는 것인지 등

등 기도에 대한 성경적 원리와 지침을 

활어 같은 언어와 체험을 통해 전달하

고 있다. 중보 기도, 치유 기도, 대적 기

도, 성구 기도 등 기도의 모든 유형을 

다루고 있다.

“교인을 닭으로 여기는 양계장 교회”
왜 떠나야 하는지 예수께 묻다

신간추천

나사렛 선언  

정용성 

홍성사 | 200쪽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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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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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레위기의 산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사닥다리 예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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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성해방 풍조, 21C 문화적 질병”

<영적 멘토링(Mentoring for 

Spiritual Growth)>은 영적 지도

에 관한 책이다. 현대의 상담에 관

한 사상을 다룬 것이 아니라, 기독

교 전통에서 행해온 것을 현대 그

리스도인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

도록 했다. 특별히 영적 멘토링이

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 두 사

람의 영적 관계 속에 이뤄지는 영

적 상담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

은 지침서다. 

◈ 건강한 교회란?

담임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인

간에 대한 이해와 교육에 대한 준

비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피

부로 느낀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배움에 대한 필요성과 공부의 시

간을 교회에 제공하려 노력 중이

다. 여기에는 교육의 방식과 교육

의 내용, 즉 전반적 혁신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먼저 교육 방식은 가르치는 자

가 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정하여 

피교육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필요한 

피교육생들의 개별적 상황과 필

요에 맞추어 교육의 내용과 목표

를 세워 함께 공부해 나가는 방식

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육의 내용 또한 기존 보수적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

급적 다양한 견해들을 함께 다룸

으로 지식의 편향을 막고 통합적 

사고를 함양하도록 돕는 내용을 

갖춰가는 것이다.

목회든 목양이든 모두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그 출발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 목양에 비해 

‘목회’라는 단어가 주류를 이루면

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에 초점

이 맞춰져 목양 사역이 매우 약화

됐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 개개인

은 허약하기 그지없는 형국이 돼 

버렸다.

그나마 대형교회에서는 다양한 

강사들과 전문가들을 불러 성도

들의 필요와 욕구들을 맞추기 위

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

하지만, 이것 또한 교회를 위한 것

인지 성도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교회 모토를 보면 다수의 교회

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

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교회

들이 제법 보이는 것 같다. 그러

나 성도들 개개인을 만나 보면, 다

수가 영적으로 아사(餓死)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목회자

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럽다. 

목회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설

교 준비를 하지만, 그 설교가 영

혼을 위한 설교인지, 교회를 위한 

설교인지 생각해 본다. 영혼을 위

한 설교의 비율이 1년에 얼마나 

될까?

이러한 문제제기는 교회와 영

혼 둘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

냐를 따지자는 말이 아니라, 사역

에 밀려 영혼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

회를 위한 영혼, 영혼을 위한 교회 

중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인지 성

찰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 일대일 제자훈련이 아닌 영적 

멘토링

오래 전 필자도 제자훈련을 받

았고, 제자훈련 지도자 과정을 이

수하였다. 1990년대는 제자훈련

의 시대였다. 한국교회에 제자훈

련은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평신

도들을 주님의 사역자로 세우는

데 분명히 일조했다. 그로 인해 도

시로 물밀듯 몰려오는 성도들을 

각 교회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

는 데 성공했다.

분명 교회는 성공적으로 부흥

했다. 하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

는 개인의 영혼들을 놓친 것은 아

닐까? 물론 목회자들은 쉬지 않고 

심방 사역을 하고 있다. 필자도 과

거 부교역자 시절 새벽부터 밤늦

게까지 쉬지 않고 심방을 했다. 하

지만 되돌아 보면 영혼을 위한 심

방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심방에 

불과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본서는 성도들을 사역자로 양

육하고 세우는 제자훈련에 관심

을 두기보다, 영혼을 살리고 건강

하게 세우기 위한 개별적 영혼 성

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제목을 ‘영적 멘토링’이

라 붙인 것에 대해 “제자훈련, 신

앙상담, 심리상담 등과 개념에서 

차별을 두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필자가 본서를 읽은 바로 영적 

멘토링의 의미는 영적 여정의 동

반자, 친구, 조언자 등으로 이해된

다. 그리고 본서가 말하는 ‘영적’

이라는 의미는 인생의 여정 가운

데 만나고 함께하는 신앙과 깨달

음, 하나님 체험이나 경험, 느낌,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

지 사건, 고난 등으로 보여진다.

저자가 영적 멘토가 취해야 할 

태도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답을 

제시하거나 가르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아니다. 영적 멘

토는 그의 삶에 친구가 되어주고, 

멘티가 스스로 혼자 일어설 수 있

도록 하며, 건강한 삶을 선택하도

록 기다려 주고 격려해 주는 동반

자의 역할이다.

때로는 멘토로서 리드하거나 

조언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겠지

만, 멘토의 궁극적 역할은 멘티가 

스스로 서도록 돕는 것이다. 즉 멘

티가 멘토의 추종자가 돼선 안 되

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

도록 도우는 역할에서 멈춰야 한

다는 것이다. ‘영적 멘토링’이 제

자훈련과 차별화되는 핵심이다.

◈ 자율적 신앙

저자는 ‘영적 멘토링’ 사역을 하

게 된 이유에 대해 “교회에서 성

도들이 너무 지쳐 있었고, 그들에

게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무

거운 짐이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영성은 자발성에 의해 성장한

다. 누구의 지시에 따라 행하거나,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몰라 누군가

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영

성 형성이 어렵다. 영성이란 영적 

소통 능력이다. 소통이란 쌍방 교

류를 의미하며, 상호 교류는 개별

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한다. 그러

므로 영성 형성을 돕기 위해 자율

성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포스트모던’은 영적 퇴보나 곁

길이 아니다. 개별 영혼을 돌보

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며, ‘모던’

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처방’

이다.

아직 한국교회는 ‘영적 멘토링’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사역

에 지친 사역자들을 회복시키고 

사역을 건강하게 지속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영적 멘토를 

양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영적 멘토링’을 소개함으로써 한

국교회가 안고 있는 탈진과 매너

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 저자 토니 호스폴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열정이 있는 영성 훈련

가이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교회�,� 영혼�,� 무엇이� 중요한가�?� 

제자훈련의   약점 보완하는 ‘영적 멘토링’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상임대

표, 기독교학술원 원장)를 중심

으로 35명의 각계 전문가들의 글

이 실린 편집서 <동성애와 21세

기 문화충돌>(킹덤북스)이 출간

됐다.

이 책에서 김영한 박사는 “무신

론과 더불어 동성애와 성해방 풍

조는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문화

적 질병”이라며 “21세기는 포스

트모더니즘의 좌파 페미니즘이 

산출한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ie)로 인해 심각한 문화적 

혼돈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고 진단한다.

김 박사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신성한 결혼제도와 가정, 

남성과 여성 각각의 사명과 역

할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며 “페미니즘에서는 생물학적 성

(sex)이 사회적 성인 젠더(gen-

der)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남성

성과 여성성이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남성 중

심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

에 의해 여성들에게 부과된 것이

라는 점을 부각시킨다”고 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유

사 종교(eine Quasi-Religion)로

서 우리 사회의 가정과 개인의 삶

을 파괴하고 있다”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일부일처제

라는 결혼 제도에 대항해, 게이적, 

레즈비언적, 성전환적, 혼음적 형

태가 ‘성적 다양성’이라는 표현과 

명목을 가지고 동등한 가치를 가

진 생활 공동체로 왜곡되게 자리

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포스트모던 사상의 시

대적 분위기에 힘입어 동성애 운

동은 소수자 인권운동이란 양의 

탈을 쓰고 교묘히 자리를 잡았다. 

동성애 인권운동은 네오마르

크시즘(neo-marxism)의 ‘성 정

치’에서 연유한다”며 “성정치 이

론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 빌

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1897~1957)는 마르크스의 혁명

사상에 프로이드의 성적 욕망 개

념을 넣어 성 관념이나 도덕 윤

리를 억압하는 기존의 질서를 ‘해

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개인의 성욕을 억누르는 사회적 

제약을 해체하고, 성해방을 실천

하는 ‘성 정치’(Sexuelle Politik) 

이론”이라고 했다.

또 “해마다 6월이면 서울광장

에서 열리는 동성애자와 양성애

자,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축제로 열리는 퀴어 축제(Queer 

Festival)는 이러한 세기말적인 

유사 종교 현상이 우리 사회에까

지 퍼져 들어 온 것을 알리는 표

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이 책은 성

경신학, 교회사, 신학,  현상학, 사

회과학, 선교학, 윤리, 생리학(의

학), 상담학, 정신분석학, 법, 목회 

등 9가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

가 35인이 쓴 글을 편집한 것이라

고 소개했다.

그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동성애에 관하여 자기의 관점에

서 각각 접근하지만 ‘동성애는 하

나님이 주신 창조의 성 질서를 왜

곡하는 죄’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

소리와 ‘동성애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

이라는 탈동성애 처방을 한결 같

이 밝히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박사는 “본 편집서는 동성애

를 죄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동

성애자를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동

감한다. 또 탈동성애로 나오는 목

회적 돌봄과 치유의 길을 제시하

고 있다”며 “혼란케 하는 왜곡된 

지식들이 범람하여 사람들을 혼

란에 빠뜨리는 포스트모던 시대

에 필자들은 예언자와 같이 참다

운 삶의 길과 지식의 길, 그리고 

신앙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3�5명의� 전문가� 진단이� 담긴� 편집서� 출간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김영한외

킹덤북스 | 1048쪽

영적 멘토링  

토니 호스폴

CLC | 200쪽



For Pastor Sungwon Jahng, 
choosing to serve as the English 
ministry (EM) pastor of Los An-
geles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 wasn’t necessarily a choice 
for a particular position or cultural 
context. It was out of a sense of 
ownership of the church, he says.

“I just felt a personal responsi-
bility to care for this church, and 
by God’s sovereignty, he opened 
up a position for me to be here,” 
Jahng said. “I don’t think I had 
that thought that I want to be at 
a Korean immigrant church spe-
cifi cally. I just thought, ‘This is my 
church, these are my people.’”

Jahng, who has served at LA 
Open Door since 2006 but has 
been its EM lead pastor since 2013, 
has grown up in the Korean immi-
grant church context, and some 
of his experiences in that context 
weren’t so positive. Jahng has ex-
perienced the effects of church in-
fi ghting, splits, and lawsuits. Yet, 
he says these experiences have not 
pushed him away from ministry or 
the Korean immigrant church, but 
planted in him a greater convic-
tion for unity.

Jahng shared his personal 
thoughts and journey in the Ko-
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in 
an interview.

Q: The experience of having 
gone through a church split must 
have been formative for you. In 
what way did that affect you and 
your outlook of the church?

A: That experience really 

marked my heart, because it was 
painful. A lot of damage came out 
of that. Lifelong friends, brothers 
and sisters whom I grew up with 
in the church – all of a sudden we 
didn’t see each other anymore. 

After that experience though, 
one of the passages that became 
dear to my heart was Ephesians 
4, where Paul says to be diligent 
to preserve the unity of the body. 
I think that’s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of the Korean immi-
grant church – to fi nd a way to 
preserve the unity of the body. Be-
cause we have so many things that 
are fi ghting against that, especially 
with the generational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because of those 
negative experiences I’ve had, I 
really have to fi ght for that unity 
within my own heart.

Q: What are some steps that 
have helped you to fi ght for unity?

A: I make an effort to fi rst ex-
pect and know that – mindfulness 
is the fi rst step I think, that there 
are going to be differences. And I 
think the next step is trying to dis-
tinguish clearly what is a matter 
of principle or preference. Some-
times those things get blurred to-
gether.

Q: Some say that one of the 
things that hinders unity between 
KM and EM is a diffi cult relation-
ship between the lead pastors of 
the two ministries. Have you faced 
any of those challenges?

A: I think one of the advan-
tages of me having been here [at 
LA Open Door] for so long – for 
over 10 years now – is that I’ve 

been able to develop a relationship 
with my senior pastor. A trust has 
formed. And I think that’s founda-
tional – to know that we are on the 
same team. And over the years, 
I’ve gotten to know him, to know 
his personality, and I can say sin-
cerely that I know his motives. He 
wants what’s best not only for this 
church but for the church of Jesus 
Christ. His objective is to serve 
God. Having that kind of trust re-
ally helps me to see past the cul-
tural differences there might be in 
leadership style, and to see him as 
a brother in Christ, a fellow under 
shepherd.

Another thing that helps is that 
he also is aware of the differences 
of the fi rst and second generation. 
The way he approaches his as-
sociate pastors is different from 
the way he approaches me. While 
he’s still technically ‘over’ me, he’s 
much more sensitive to those cul-
tural differences with me.

Q: What are some ways that 
KM and EM at LA Open Door 
have been working together to 
build that unity? How would you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inistries?

A: I would describe our relation-
ship right now like that of a parent-
child relationship. As a child, we 
[the members of EM] are growing 
into adulthood. Our English min-
istry is kind of like a church plant – 
we’re trying to build from bottom 
up right now, and we have such a 
great support from the KM. And 
being around these senior saints 
– there’s a richness to that, beyond 

just the cultural differences. When 
you really dig in, there is a depth 
that we can learn from the fi rst 
generation, and it’s challenging. 
Their passion, prayer, dedication, 
service, and generosity – these are 
all things that are counter to what 
we’ve grown up with in a Western 
society that tends to be individu-
alistic or rationalistic. For us to be 
around that spirituality, that chal-
lenges us.

Q: What are the struggles that 
have challenged you most as a Ko-
rean American pastor?

A: I think one of the most diffi -
cult thing about being a pastor in 
general is not shepherding other 
people, but shepherding yourself. 
That’s the constant battle – per-
sonal sanctifi cation. There’s al-
ways a sense of inadequacy, and 
asking, ‘Am I really up to this task 
to shepherd all of these people?’ 
And that’s by design – God wants 

us to feel that inadequacy so that 
we can lean on him. That’s essen-
tial to preach the gospel rightly – 
to preach out of weakness, not out 
of strength.

And I think another challenge 
is just working with people, when 
it comes down to it. At a missions 
preparation class I once took, some-
thing a speaker said was that the 
number one leading cause for mis-
sionary attrition is not because the 
work is so hard, not because people 
are resistant, but team members 
cannot get along. That’s Satan’s ploy 
– he wants to divide the church. And 
that’s why Paul gives that exhorta-
tion to make every effort to preserve 
the body of Christ.

In some ways, you can make 
this cultural thing so complex, and 
in other ways, you can just make it 
so simple – it just comes down to 
loving one another, forgiving one 
another.

The Christian Community De-
velopment Association (CCDA) 
National Conference, which took 
place from August 31 to Septem-
ber 3 in Los Angeles, featured ses-
sions specifi cally for Asian Amer-
ican attendees this year, which 
included an Asian American 
networking dinner on Thursday 
night, and a three-hour workshop 
with three sessions on Friday af-
ternoon.

Much of the three-hour work-
shop sessions was centered 
around sharing stories from per-
sonal experiences in regards to 
navigating the Asian and Ameri-
can cultures, fi guring out racial 
identity, and engaging in com-
munity development as an Asian 
American.

The fi rst session, called ‘Break-
ing Down Asian American Iden-
tity,’ was led by Daniel Lee,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Asian 
American Theology and Minis-
try at Fuller Theological Semi-
nary, while the second session, 
called ‘Addressing Racism,’ was 
led by Steve Park, the executive 
director of Little Lights Urban 

Ministry. The fi nal session was a 
panel of speakers including Steve 
Park; Susie Gamez, who was for-
merly with World Impact; and 
Bill Watanabe, the former execu-
tive director of the Little Tokyo 
Service Center, and was moder-
ated by Albert Wang, a member 
of CCDA’s Leadership Cohort. 
While the speakers themselves 
shared stories of their own, the 
attendees also had time to share 
their own stories in discussion 
groups.

Attendees shared experiences 
of facing different cultural ex-
pectations at home and at school 
while growing up, and of the sub-
tle cultural differences they expe-
rience at work, among others.

Steve Park, during his session, 
opened up about his experience 
of being encouraged by his fam-
ily to “be as American as possible” 
from a young age, which eventu-
ally led him to even develop what 
he described as “anti-Asian” sen-
timents, such as being ashamed of 
other Asians or of Asian culture.

Daniel Lee said that those who 
have such “anti-Asian” feelings 
may also shy away from par-
ticipating in specifi cally Asian 

American events, and from be-
ing around only Asians. But Lee 
said having discussions about the 
Asian American experience is not 
about trying to push Asian Amer-
icans to become someone they’re 
not. Having a deeper understand-
ing of how those experiences af-
fect an individual allows for a 
more holistic understanding, he 
said, and that allows “the gospel 
to penetrate deep into every part 
of who you are.” This is a crucial 
element to good leadership, Lee 
said.

Lee also emphasized that dif-
ferences in how Asian Americans 
experienced their racial identity 
growing up are more diverse and 
prevalent than some expect, and 
said that it’s important for Asian 
Americans to know “where your 
pain comes from.”

“The goal for Asian Americans 
is to know beyond our own racial 
experiences,” said Lee, noting 
these differences. “Because when 
you are the only Asian American 
hired in your workplace or rep-
resented in a community, your 
story can’t be representative of 
everyone else’s. Everyone’s story 
is different.”

Hugh Ross, an apologist, author, 
and founder of ‘Reasons to Be-
lieve,’ shared some of his most re-
cent fi ndings regarding the earth’s 
current conditions in an ‘ice age 
cycle,’ and how it points to an in-
telligent Creator, at an apologetics 
seminar that took place on Friday 
evening at a Christian school in 
Los Angeles.

Ross started out with the ques-
tion, “What does it take for billions 
of humans to be redeemed?” He 
argued that the world is currently 
in an ice age cycle, and that this 
further points to an intelligent 
Creator who designed the specifi c 
time period and conditions to be 
able to carry out his plan for salva-
tion and redemption.

Ross described an ‘ice age cycle’ 
as a period of time in which the 
earth is transitioning from having 
“a lot of ice, to not a lot of ice,” and 
explained that the current condi-
tions are optimal for having ad-
vanced human life on earth. For 
instance, he said that the sun is 
currently in the middle of its burn-
ing history, allowing it to “have the 
luminosity stability and the low 
fl aring conditions” for humans 
to be able to live a stable and ad-
vanced life on earth.

“With the sun being as bright as 
it is, we should have no ice at all,” 
said Ross, and added, “but we do 
have ice,” due to a series of what 
Ross called “tectonic miracles” 
that allows ice to build up and be 
stored.

One of those “tectonic miracles” 
include the shift of Antarctica. Af-
ter it broke off from Australia, Ross 
said, it attached to South America, 
from which it again broke off and 
drifted south, causing “a circu-
lation of water around Antarc-

tica and [cooling] it to facilitate a 
buildup of ice.” 

Another such example Ross 
gave was the breaking off of the 
Indian subcontinent from Mada-
gascar and its subsequent “crash” 
into the Asian continent. This, 
Ross said, “forced up the ground 
to form the Himalayans,” a crash 
which is still ongoing and causing 
the Himalayans to get taller by 5 
centimeters each year.

“And because the sun is as 
bright as it is, we have the stability 
we need to engage in larger forms 
of agriculture,” he added. 

Though the unstable climate of 
most of earth’s history led people 
groups to engage in smaller scale 
agriculture, said Ross, the earth 
has seen stable temperatures over 
the past 9,000 years, allowing for 
a few humans to engage in larger-
scale farming and for most others 
to have the freedom to not engage 
in agriculture at all and instead fo-
cus their energy on technology or 
thought.

“God allowed this so that peo-
ple can hear and believe the good 
news of salvation,” Ross said.

After the talk, Ross answered 
questions from the audience of 
mostly youth and young adults 
such as, “Are dinosaurs real?” 
“How can you scientifi cally prove 
miracles?” “What do you think 
about evolution?”

He encouraged the students to 
“never stop asking questions and 
pursuing your doubts.”

“As it says in 1 Thessalonians 
5:21,” Ross said, “Test everything. 
Hold fast to what proves to be 
good.”

Ross’ two-hour apologetics sem-
inar was attended by some 200, 
and took place at New Covenant 
Academy, a Christian K-12 school 
located in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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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in Optimal Condition 
for Redemption of People, 
Says Apologist Hugh Ross

(From left to right: Albert Wang, Bill Watanabe, Susie Gamez, and Steve Park) Panelists and speakers at the Asian American sessions of 
the CCDA National Conference shared personal experiences of learning about racial identity.

Asian Americans Convene and Share
Racial Identity Experiences at CCDA

Ross shares latest research
at apologetics seminar in Los Angeles

Pastor Sungwon Jahng serves as the English ministry pastor at LA Open Door Pres-
byteri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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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Americans as well as Chris-
tians do not want to change the John-
son Amendment which states that 
churches must lose their tax-exempt 
status if they endorse any political 
candidates, according to a new survey 
by LifeWay Research published on 
September 8.

As many as 79 percent of Americans 
said that it was inappropriate for pas-
tors to endorse any political candidate 
in church.

“Americans already argue about pol-
itics enough outside the church,” said 
Scott McConnell, executive director of 
LifeWay Research. “They don’t want 
pastors bringing those arguments into 
worship.”

Responses varied slightly across de-
nominational lines. Catholics (13 per-
cent) were least likely to support en-
dorsements, followed by Protestants 

(20 percent), and evangelicals (25 per-
cent). Only 16 percent of other Ameri-
cans thought it was right for pastors to 
endorse political candidates.

A signifi cant majority of Americans 
also do not want churches to campaign 
for political candidates. When asked 
whether they agree with the statement, 
“I believe it is appropriate for churches 
to use their resources to campaign for 
candidates for public offi ce,” an over-
whelming 81 percent of the Americans 
were against the idea, and only 17 per-
cent agreed with it.

Americans were more evenly divided 
on the question of letting churches lose 
their tax exempt status if they choose 
to endorse political candidates.

About 52 percent said that churches 
must not lose tax exemption for pub-
licly taking political sides, while anoth-
er 42 percent did not think so.

Men (47 percent) were more likely 
to agree that churches must lose their 
tax-exempt status than women (38 
percent). More African Americans (64 
percent) and Hispanics (57 percent) 
were opposed to this proposition than 
Whites (50 percent).

The conclusion of the survey was 
that Americans in general do not favor 
political endorsements by churches, 
but many believe that it is not a pun-
ishable offense.

“Endorsements from the pulpit are 
unpopular and most Americans say 
they are inappropriate,” McConnell 
said. “But they don’t want churches 
to be punished for something a pastor 
said.”

The survey was carried out last year 
between September 14 and 28, via 
telephone interviews of about 1,000 
Americans.

A new law set to take effect on Octo-
ber 1 in the state of Massachusetts pro-
hibits discrimination of transgender 
individuals in all public accommoda-
tions, which “could” include churches, 
according to a guidance issued earlier 
this month.

According to a ‘Gender Identity 
Guidance’ released by the Massachu-
setts Commission Against Discrimi-
nation: “Even a church could be seen 
as a 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if 
it holds a secular event, such as a spa-
ghetti supper, that is open to the gen-
eral public.”

“All persons, regardless of gender 
identity, shall have the right to the full 
and equal accommodations, advan-

tages, facilities and privileges of any 
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the 
guidance further states.

The Gender Identity Guidance 
was regarding the Massachusetts bill 
S.2407, also called, “An Act relative 
to transgender anti-discrimination.” 
The bill seeks to amend existing state 
laws that prohibit discrimination 
based on sex to also include prohibi-
tions of discrimination based on gen-
der identity.

However, a footnote in the guid-
ance specifi ces: “All charges, including 
those involving religious institutions 
or religious exemptions, are reviewed 
on a case-by-case basis.”

In comments to The Christian Post 
on Wednesday, the MCAD also said 
that churches are “by and large” ex-

empt from this law, but this may still 
apply for “instances where a place of 
worship is used for purely secular pur-
poses that are open to the general pub-
lic that may be seen as a 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The guidance specifi ces that gender 
identity “refers to a person’s internal 
sense of their own gender and its ex-
pression,” and does not require any 
surgery or intent to have surgery. An 
individual may prove that he or she 
identifi es as a different gender than 
that of birth sex by “any evidence that 
the gender identity is sincerely held as 
a part of the person’s core identity,” the 
guidance states.

Violation of the law could be pun-
ishable with up to one year in jail and 
$2,500 in fi nes.

Massachusetts Gender Identity Law May Be 
Enforced on Churches Used for ‘Secula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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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Majority of Christians Against 
Church Endorsement of Political Candi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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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ecution charity Open Doors has 
opened a fi rst-of-its-kind trauma cen-
ter in Nigeria to support the victims of 
terrorist attacks across the country.

The charity stated on its website that 
the trauma center will “accommodate 
up to 30 trauma victims at one time, 
and will have a training annexe to help 
equip church leaders whose congrega-
tions have suffered terrible atrocities. 
It will be staffed by qualifi ed people, 
skilled in dealing with post-traumatic 
stress and all of its associated condi-
tions.”

The families will stay at the center 
for about six weeks to receive healing 
and comfort before returning to their 
homes.

The church leaders will also be 
trained to provide post-traumatic 
stress healing to those who have suf-
fered persecution.

Open Doors UK and Ireland presi-
dent Eddie Lyle visited Nigeria and 
met with the parents of the abducted 

Chibok girls, and witnessed their ago-
ny.

“Meeting four of the fathers of the 
Chibok girls encapsulated for me the 
agony of this tragic incident,” Lyle re-
counted. “Jonah, one of the fathers, 
asked me how he can stop his wife 
from screaming at night because of the 
sense of loss. She’s missing her daugh-
ter and doesn’t know how to live life 
again. ‘What would Jesus do, Brother 
Eddie?’ he asked.”

“There are no easy answers to that 
most searching question, beyond the 
fact that God grieves with his suffering 
family,” said Lyle.

The charity is keeping in touch with 
the parents of around 200 girls who 
were abducted by Boko Haram in 
April of 2014.

Many of the fathers whom the Open 
Doors team spoke with were con-
cerned about their wives and children. 
They visited hospitals frequently but 
the hospital does not have trauma care 

to support them.
Some of the parents told Open 

Doors that they knew Christians who 
had gone back to rely on witchcraft to 
bring their daughters back, but others 
remained fi rm in faith, and many oth-
ers started attending church when they 
had not done so in a long time.

“The fathers we spent time with said 
they do not see the persecution they 
are facing as something extraordinary, 
but as a natural part of being a Chris-
tian and walking in the footsteps of Je-
sus. They expressed hope that they will 
yet see the faces of their daughters in 
this life -- and if not in this life, then in 
heaven. They also expressed trust that 
the Lord will use their suffering for 
their good,” Open Doors stated.

Between 2006 and 2014, up to 
11,500 Christians were killed, 13,000 
churches destroyed, and over 1 million 
people persecuted among whom many 
were forced to fl ee from their homes, 
according to Open Doors UK.

Nigeria: Open Doors UK Gives Trauma Care to 
Victims of Terrorist Attacks

The New York State Court of Ap-
peals ruled on Tuesday that non-bio-
logical and non-adoptive parents are 
allowed to ask for custody and visita-
tion rights, broadening the defi nition 
of what it means to be a parent.

In its ruling, the appeals court over-
turned the 1991 ruling in Alison D. v. 
Virginia M that defi ned a parent as 
biological or adoptive.

Tuesday’s ruling came out of two 
custody disputes from two same-sex 
couples in New York.

One case involved two women who 
had a child together through artifi cial 
insemination. After the relationship 
ended, the biological mother tried to 
cut off her former partner’s contact 
with their son. The nonbiological par-
ent sued but was denied custody and 
visitation privileges by a lower court 
based on the precedent established in 
1991.

In the second case, involving an un-
married same-sex couple who had a 
child before their relationship ended, 
the biological mother sought child 
support from her former partner but 
attempted to keep her partner from 

being able to see her child.
In both cases, the nonbiological 

parent had no legal rights under the 
1991 precedent.

Tuesday’s decision, written by 
Judge Shiela Abdus-Salaam, wrote 
that “the defi nition of ‘parent’ estab-
lished by this court 25 years ago in Al-
ison D. has become unworkable when 
applied to increasingly varied familial 
relationships.”

New York allowed gay marriage in 
2011, followed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2014 that legalized same-

sex marriage across the country.
Opponents expressed wariness 

over the possibility of abusive part-
ners alleging ties to the child for the 
purposes of bringing the biological 
parent to court.

As long as “a partner shows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parties agreed to conceive a child 
and to raise the child together,” the 
nonbiological, nonadoptive parent 
has the legal standing to request visi-
tation and custody rights under the 
new ruling.

New York Court Rules in Favor of
Non-Biological, Non-Adoptive Parents

The New York State Court of Appeals ruled that non-biological, non-adoptive parents are allowed to ask 
for visitation and custody rights. (Photo: Albany NY/ Wikimedia /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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