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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매년 섬겨주시는 사랑으로 사모

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에 나침

반교회(민경엽 목사)에서 오렌지카

운티교회협의회(회장 이호우 목사) 

주관으로 150여 명의 사모들이 참

석한 가운데 ‘사모블레싱 나잇’이 

열렸다. 금년 사모블레싱은 OC교

협, 약 30여 교회와 이사들의 후원

으로 어느 때보다 풍성한 잔치로 진

행됐다. 

이호우 목사는 아가서 1장 1-4절

을 본문으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이라고 설교했다. 그는 “십자

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사랑이야말로 어떤 포도

주보다 값진 것이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십자

가 사랑에 취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모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사모블레싱에 참석한 정한나 사

모는 “사모들을 위로하는 뜻깊은 

자리를 매년 마련해 주시는 수고와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민교

회 하면서 지친 사모님들이 큰 힘을 

얻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호우 회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가주 지역 작은 교회 사모들이 하

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시

간이었다. 앞으로도 귀한 행사가 지

속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모블레싱은 1부 예배와 2

부 만찬으로 이어졌다. 예배는 박재

만 목사의 인도로 시작돼 노상철 목

사 기도, 이소연 사모 성경봉독, 이

은수 목사·이혜영 사모 찬양, 이호

우 목사 설교, 남가주목사장로부부

합창단 특송, 딜리버런스 공연, 홍

수산 선생이 이끄는 난타공연 순으

로 진행됐고 정효남 목사의 광고, 

박학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는 조헌영 목사의 사회

로 만찬과 친교시간이 이어졌다. 한

석호 목사와 서양훈 장로가 찬양과 

율동, 오락 시간을 이끌었다. 이어 

조형수 목사가 감사 인사하고 김기

동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행사가 

끝났다.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주관으로 8회째 맞아

사모님들 축복합니다!‘사모블레싱 나잇’

사모블레싱 나잇이 OC교협 주관으로 약 150명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을 깨운 다니엘기도회가 미주를 찾아온다.

다니엘기도회·꿈이있는미래 컨

퍼런스 해외투어가 8월 28일(월),  

LA 지역은 한인타운 가든스윗호

텔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

지, OC 지역은 나침반교회에서 오

후 4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등록

비와 교재, 식사가 모두 무료이지만 

www.danielprayer.org에서 사전 등

록해야 한다.          <관련기사 3면>

2016년 약 3,200여 교회가 함께 

참여한 ‘다니엘기도회’와 다음 세대

를 세우기 위한 대안적 교육을 표방

하는 ‘꿈이있는미래’가 함께하는 이

번 컨퍼런스는 해외 한인교회 목회

자들의 영적인 회복과 목회철학 공

유, 실제적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는 

컨퍼런스이다. 이 컨퍼런스는 지난 

3월 한국에서 시작돼 전국을 투어

하며 무려 2,300여 교회 3,400여 명

의 목회자가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김은호 목사(다

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꿈이있는

미래 대표, 오륜교회 담임)의 강의

로 시작된다. ‘건강한 목회,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강의는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갈

증을 풀어주기에 충분한 강의이다. 

이어지는 점심 시간에는 오륜교회 

및 다니엘기도회, 꿈이있는미래 사

역 박람회가 진행된다.

다음 순서로 다니엘기도회(주성

하 목사, 다니엘기도회 팀장)와 꿈

이있는미래(주경훈 목사, 꿈이있는

미래 소장)의 사역 소개 및 컨설팅

이 진행된다. 각 교회에 가장 필요한 

예배와 기도회의 회복,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방법론이 제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목회 철학 공유

의 시간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교

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하는 연합의 장이 된다는 것이 가장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사

에 참석했던 많은 목회자들은 한결 

같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많

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교회

를 위해 기도하는 뜨거운 현장이었

다”고 증거했다. 

특히 이번 LA와 OC를 중심으로 

한 미국 서부지역 컨퍼런스는 이 지

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인 목

회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해외 한인 목회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을 함께 나누고, 교단과 교파를 초

월하여 해외 한인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이 될 것이다.

문의) 213-284-9596

교회의 연합, 다음 세대의 부흥

다니엘기도회·꿈이있는미래 컨퍼런스

북한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억

류하고 있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

수 목사(토론토큰빛교회)를 병보석

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

통신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중앙재판소의 2017년 8월 9일

부 판정에 따라 우리 공화국을 반대

하는 적대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하

여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받고 교

화 중에 있던 캐나다 공민 임현수

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되

었다”고 전했다. 임 목사는 현재 북

한 내 병원에 머물고 있다. 

캐나다 다니엘 쟝(Daniel Jean) 

국가안보보좌관이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특사로 8일 평양에 도착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임현수 목사의 

석방 교섭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가 북한에 억류

되고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받자, 

그가 목회했던 토론토큰빛교회 등 

캐나다 교계와 한인들은 북한에 임 

목사 석방을 촉구하며 기도회를 꾸

준히 열어 왔다.           김진영 기자 

북한 억류 약 2년 7개월 만에 임현수 목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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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지역 한인 루터교회 목회

자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목

회자 세미나를 “종교개혁과 한인 

루터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개최

했다. 장소는 캘리포니아 주 모레노

밸리 은총교회(김정환 목사)였다.

참석자들은 7월 28일(금)부터 29

일(토) 양일간 다양한 강의를 들으

며 종교개혁의 본산이라 할 수 있

는 루터교회에서 목회하는 자신들

의 역할을 고민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강사를 맡은 

정진오 박사(일리노이 주 시온루터

교회 담임)는 “루터란의 정체성”이

란 강의에서 “종교개혁은 종교개혁 

이전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에 눌려 

속박을 당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

와 해방을 주는 사건이었으며, 동

시에 종교개혁 이후 그 자유와 해

방이 방종과 방임으로 흐르지 않도

록 제한한 사건이었다. 여기에 루터

란의 정체성의 핵심이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루터란의 정체성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만으로

(sola fide, sola gracia, sola scrip-

tura)’를 통해 신앙의 중심성, 신앙

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임”을 역

설했다.

문상익 박사(컨콜디아대학교 퇴

임 교수)는 “루터의 95개 논제와 종

교개혁”이라는 주제로 “루터의 95

개 논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닌, 오랫동안의 중세 교회

의 부패와 이에 대한 점진적 저항이 

루터의 95개 논제로 분출되었음”을 

강조했다.

홍영환 목사(LA 중앙루터교회)

는 “미주 한인 루터교회의 미래”라

는 주제로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루터교회 목회자들이 겪는 여러 가

지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격려하고 

치유해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박담 교수(컨콜

디아대학교)는 “계속적인 종교개

혁: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미

국 루터교회(LCMS) 초대 총회장인 

월터(C. F. W. Walther) 목사의 율

법과 복음에 대한 명제를 소개하며, 

루터교회의 율법과 복음에 기초한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행사를 주관한 남가주 

한인 루터교회 목회자 모임의 의장 

문현봉 목사(복음루터교회)는 세미

나에 앞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

은 해에 특별히 한인 루터교회 목회

자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

번 개혁의 후예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

했다. 이 단체는 향후 종교개혁 기

념 예배와 학술강연을 통해 종교개

혁의 참 정신과 루터교회를 소개하

는 일에 힘쓸 예정이다. 

선한목자장로교회 문일명 담임목

사가 미국장로교(PCUSA) 샌게브리

엘노회로부터 위임목사로 인준됨을 

선포하는 예배가 있었다. 지난 8월 

6일(주일) 로랜하이츠에 있는 교회 

본당에는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위임예배가 거행됐다. 

위임식은 원영호 목사(새장로교

회)의 사회로 시작돼 에버그린 합창

단이 찬양하고 박희민 목사(나성영

락교회 은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위임식은 노회장인 프라이드 윌

슨 목사가 진행했으며 천방욱 목사, 

홍명의 목사(남가주·하와이대회 서

기)가 축사하고 김인식 목사(웨스트

힐장로교회)가 권면의 말씀을 전했

다. 문일명 목사가 답사를 전한 후, 

교회가 분열되는 과정 가운데 교회

를 이끌어 온 행정전권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문 목사가 위임목사

가 되면서 행정전권위원회는 오는 

노회에서 해산될 예정이라 한다. 

문일명 목사는 “지난 몇 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

움들을 지나왔지만 지금 이 시간 하

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

음으로 선포한다”면서 이사야서 43

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에서 이 자

리를 채울 사람들을 부르시겠다는 

말씀을 믿는다”고 했다. 

문 목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이 교

회 설교목사를 맡아 온 천방욱 목사

는 “그동안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맨 

본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은 문 목사

를 보내 주셨다. 이제 주님의 양들

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

하는 목양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권면했다.

이 교회 박기호 장로는 “고대하던 

목자가 왔다.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

드린다. 위임식에 축하하고자 오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후예들 정체성 세우자

선한목자장로교회 문일명 목사 위임식 

남가주 한인 루터교회 목회자 세미나 열려

남가주 한인 루터교회 목회자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

종려교회, 남가주밀알, 나눔선교회 연합예배 드려 

종려교회, 남가주밀알선교단, 나

눔선교회는 매월 마지막 화요일 주

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연

합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 예배자들

을 위해 매달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를 찾아와 식사로 섬기고 있다. 

지난 7월 마지막 화요일 예배 때

에는 나성제일교회(김문수 목사)의 

최미영 권사 등 성도들이 나물비빔

밥으로 식사를 대접했다.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단장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됐고 나성제일

교회 이연주 목사가 ‘친구’(요한복

음 15장 13절 -15절)란 제목으로 설

교했다. 이 목사는 “이 세상에서 가

장 좋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리스도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의 친

구”라고 전했다. 

한편, 남가주밀알선교단은 매주 

화요일에는 LA의 한길교회(노진준 

목사)에서, 목요일에는 OC의 주님

의빛교회(주혁로 목사)에서 예배를 

드린다.

쉘비 권 기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남가주 지역 3개 단체가 연합해 섬김과 사랑의 예배를 드렸다.

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에서 2017년 중보기도 축제가 

열렸다. 지난 6일을 시작으로 매주 

일마다 4주 동안 중보기도에 관해 

배우고 기도하며 이 행사를 통해 부

흥과 치유를 사모한다. 

지난 6일에는 1강 자아의 회복이

란 주제였으며 2강은 부흥의 회복, 

3강은 권세의 회복, 4강은 비전의 

회복 등이 주제다. 첫 행사 때에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

회 체육관을 가득 메우고 한국과 미

국을 위해 중보기도했다. 

쉘비 권 기자 

로스앤젤스침례교회 중보기도 축제

로스앤젤스침례교회가 중보기도 축제를 4주간 시작했다. 



20년 전, 아파트 단지의 작은 상

가에서 학생 2명과 시작된 교회가 

있다. 지금은 매 주일 예배당에 자

리가 없을 정도로 1만 명이 넘는 성

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한

국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온 열방

을 섬기고자 뛰고 있는 교회가 있

다. 바로 서울 오륜교회다. 이 교회

를 담임하고 있는 김은호 목사를 만

나보았다.

오륜교회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륜교회는 이제 개척한지 

30년이 되어가는 교회로, 한국교회

의 대안이 되고자 뛰고 있는 젊은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륜교회의 폭발적 부흥의 원동력

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

운 교회의 5대 비전도 이와 같은 본

질에 충실하여 기도하며 세웠습니

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라는 첫 번째 비전은 모든 비전의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회

는 복음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복음

이 드러나고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기

대하는 예배가 부흥의 원동력이라

고 생각합니다.

요즘 오륜교회하면 ‘다니엘기도회’

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

나요?

다니엘기도회에 대해서 한국교

회는 이제 거의 다 알지만, 아직 해

외에서는 접해보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기도회

는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는 

연합기도회로서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각 교회의 현장에

서 인터넷 생중계로 참여하는 기도

회입니다. 

다니엘기도회는 사실 행사로 시

작한 것이 아닙니다. 19년 전, 저는 

담임목회자로서 목회에 한계와 염

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개척 이

후,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산에 올라가 21일 동

안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성도들

에게 말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

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로부

터 교인들이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

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21일간 함께 하나

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

도하게 된 기도회가 다니엘기도회

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올해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다니엘기도회의 행보를 보면 

‘한국교회’, ‘열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다니엘기도회를 시작하기 

전, 저는 오륜교회를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는 교회’로 선포하고 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저를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기도회를 시작하고 많은 은

혜와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 선포는 

헛된 것이 아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2013년 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는 한국교회와 함께 이 기도회를 나

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에 아는 교회들에게 다니엘기도회

를 소개했고 38개 교회가 함께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한

결 같았습니다. 오륜교회 현장에서 

느끼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

가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하였다는 반응을 들었

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도 주변의 

교회들에게 참여하도록 권면을 하

였는데, 2014년에는 264개 교회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전의 

기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는 교회’로 

섬기게 해 달라는 그 기도가 떠올

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의 기도회, 오륜교회만의 기도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해외교회를 섬

기는 기도회가 되어야겠다는 비전

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2015년에

는 1,076개 교회가, 작년인 2016년

에는 3,202개 교회가 함께하게 되었

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를 사랑하시

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 별 히 

올해는 ‘열

방과 함께

하는 2017 

다니엘기도

회’라는 이

름으로 슬

로건을 바

꾸고, 한국

교 회 뿐 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

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만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7백여 명의 봉사자, 

4천여 명의 기도 서포터즈들과 함께 

다니엘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까지 7,400여 교회가 참

여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미국까지 오셔서 컨

퍼런스를 진행하시는데, 어떤 목적

으로 준비하게 되셨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교회

의 연합과 다음 세대의 부흥,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인 그룹을 만

들려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기도회

가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으로 해

외 교회를 섬기고 연합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비전입니다. 이미 해

외 컨퍼런스를 계획하기 전, 2017

년 3월부터 6월말까지 10차에 거쳐

서 국내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

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목회’라는 

주제로 목회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다니엘기도회에 대한 사역 설명회

와 박람회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니엘기도회뿐만 

아니라 ‘꿈이있는미래’라는 교육 사

역을 소개해 드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꿈이있는미래란 저

희 교회가 교육을 통해서 섬기고자 

세운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기관

으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

어 가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그래

서 해외 한인교회들에게 다니엘기

도회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한 

연합을 알리고, 꿈이있는미래를 통

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와 해외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개교회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교

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원하

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연

합과 나눔, 그리고 계속적인 동역을 

이어가기 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부흥케 하신 이유도 그와 같다고 생

각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를 섬기게 하

시는 것이죠. 저희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일 뿐

입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 연합

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

에 항상 기쁘고 가슴이 뜁니다. 

작년에도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참여

한 교회들과 열악한 예배 환경 가운

데서 몇 명의 성도님들이 모인 시골

교회도 함께 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

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이 

섬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행사로서 잘 되는 것에 대한 기대보

다 예배로서 함께 연합할 생각에 벌

써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교회와 본지 독자

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연합과 부흥은 기도와 말

씀, 다음 세대를 끌어안는 것으로부

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연합과 부흥

은 한 번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기도와 예배, 교육

으로 가능합니다. 개교회주의를 탈

피하여 온 열방이 함께 연합하여 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

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함

께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과 섬기는 영

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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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호 목사 

“예배와 기도로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김은호 목사 인터뷰] 다니엘기도회·꿈이있는미래 컨퍼런스

한국에서 열린 다니엘기도회·꿈이있는미래 컨퍼런스 모습 



한인가정상담소가 7월 한 달 동

안 위탁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사

랑의 책가방’ 캠페인을 벌인 결과 

총 300개의 책가방과 학용품들이 

마련됐다. 지난 5일에는 한미은행

과 오픈뱅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상담소를 방문해 책가방에 학용품

을 가득 넣어 포장했다. 선한청지기

교회는 교인들이 10개의 책가방과 

학용품을 직접 구매해 상담소에 전

달하기로 했다. 

상담소는 지난 9일 LA카운티 아

동보호국 산하 아태계 담당부서에 

이 선물을 전달했다. 2017년 5월 말 

현재, LA카운티 아동보호국은 총 3

만4084명의 19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중 

아태계는 626명, 한인은 60~100명

인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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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이집트

에 대학생 선교사(SM)를 파송하

여 1년간 사역하고 돌아온 후 이

어서 현재 2명의 대학생 선교사

를 1년간 중동의 I국으로 파송했

다.

IS와의 전쟁으로 다소 위험 요

소가 많은 그 나라들에 7명의 SM

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자원하여 나갔다. 그들의 

결정을 부모들도, 교회도 만류하

지 못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서 보

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파송한 후 우리 교회

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교인 

기도의 강화였다. 매일 새벽기도 

때마다 같이 어우러져 드려지는 

성도들의 연합중보기도는 더욱 

간절하고 강하고 뜨거워졌다. 예

배가 없는 그 땅에 들어가 날마

다 예배를 올려 드리며 그 나라 

영혼들을 주님께 올리며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우리

들의 SM들을 위해 새벽마다 교

인들은 눈물로 무릎을 꿇는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녀들이요, 내 자식이다. 그들의 

팀웍이 승리를 좌우한다. 20세 

나이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공항

을 떠날 때 그들의 모습은 당당

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였다. 눈

물 반 웃음 반으로 그들을 배웅

하는 부모와 교우들 앞에서 너무

도 평온하고 담담하게 떠났던 그

들의 모습이 날마다 그려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들

을 지켜 주세요.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해 주

세요. 그들을 통해 그 땅에 하나

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세

요.”

우리 교회는 파송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을 본다. 파키스탄의 

영혼들, 터키의 영혼들, 이집트

와 요르단의 영혼들, 팔레스타인

의 영혼들…. 지금은 SM들을 통

해 I국을 품었다. I국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땅

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의 교육부 자녀들은 

자기들을 가르치던 대학생 교사

들이 SM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

도했다. 그것이 최고의 배움이었

다. 그 교사들처럼 자신들도 장

차 HSM(고등학생 선교사)을 거

쳐 SM으로 나갈 소망을 갖고 지

금부터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녀들을 배

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 교

회는 그런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매주일 

밥먹고 헤어지는 존재가 되고 싶

지 않다.

대학생 선교사 파송 후 교회의 변화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29>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새벽 시간 공항에서 SM을 기도로 배웅하는 모습

자원봉사자들이 위탁가정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책가방과 학용품을 포장하

고 있다. 

서부장로교회가 교회 창립 39주년을 기념하며 음악회를 개최했다. 

서부장로교회 39주년 맞아 기념예배와 음악회

서부장로교회(담임 김선익 목사)

가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아 기념예

배와 음악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리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김선익 목사는 “내년에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준비하는 한 해가 되

었으면 한다”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지난 39년 동안 베푸

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넘칠 때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며 “하나

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위로자의 삶을 살자”고 권면했다. 

기념예배 이후 드려진 음악회는 유

스그룹부터 중장년층, 성가대의 멋

진 화음으로 하나되는 시간이었다. 

한편, 서부장로교회는 이날 오후

에 김선익 목사와 선교팀이 과테말

라 지역에 5박 6일의 일정으로 단

기선교를 떠났다. 청소년들을 위한 

VBS 사역 그리고 의료사역을 감당

할 예정이다. 서부장로교회는 1998

년에 과테말라 산골지역인 키체란 

지역에 현지인 교회를 세운 것이 계

기가 되어, 2007년에 몇 교회가 연

합해서 초등학교를 지어줬다. 학생

들이 졸업하게 되어 중학교가 필요

함에 따라 서부장로교회가 단독으

로 3년 동안 기도 끝에 중학교를 지

어 헌당했다.

CGNTV가 제작한 기독 다큐멘터

리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가 6월 22일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에서 미주 지역 상영을 시작한 이

래 뉴저지, 달라스, 애틀랜타를 거

쳐 다시 남가주 LA로 온다. LA 이

후에는 25일부터 시애틀에서 상영

된다.

독일계 미국인 엘리자베스 조안

나 쉐핑 선교사의 조선을 향한 사

랑과 헌신을 담아낸 이 영화는 미

주 주요도시에서 CGV, AMC, 리갈

시네마 등 극장 상영을 고집하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에서

는 10만 명, 미주에서는 벌써 1만 5

천 명 관람을 돌파했다.

LA에서는 오는 11일 금요일 

LA 다운타운 리갈시네마(10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에서 교계 지도자 초청 시사

회를 여는 것으로 상영이 시작된다. 

17일 상영이 종료되기에 관람을 원

하면 서둘러야 한다. 

문의) 213-763-6070(ex.3)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LA 상륙

위탁가정 어린이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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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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정장수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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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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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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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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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한국학교 토 오전10:00 ~오후1:00
오병이어 화 오전11:00 ~오후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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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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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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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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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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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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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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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는 교회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남가주 새언약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1:00
수요큐티모임 : 저녁 7: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A 52017년 8월 10일 목요일

아름다운 항구 도시 하이파

하이파(Haifa) 항구는 이스라엘 최대의 

항구다. 아쉬도트 항과 에일라트 항과 더

불어 이스라엘의 3대 국제무역항 중 하나

다. 물이 깊어 연중 24시간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다. 하이파 항은 여객 및 화물을 

모두 다루는데 연간 2천 2백만 톤의 화물

을 부린다. 1,000여 명의 항구 노동자들이 

일하며 크루즈 선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경우 항구 노동자 수는 5,000여 명으로 급

증하기도 한다.

                    

하이파의 역사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시를 카이파스(Caiphas) 혹은 카이

파(Caifa)로 불렀다고 한다. 그리스도인

들은 이 이름이 예수 활동 시기 예루살렘

의 제사장이었던 카이파스에서 기원했다

고 본다. 혹은 성 베드로의 아랍식 이름, 

케파스(Cephas 혹은 Kepah)에서 기원했

다고들 본다.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

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곳이 이스라

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란 점은 

분명하다. 

하이파는 선사 시대부터 어부들의 휴

식처가 되어 왔다. 1100년 십자군이 하이

파를 점령했을 당시, 하이파는 꽤 중요한 

도시로 성장했다.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

던 티베리아스로 접근할 수 있는 주 항구 

역할을 했다. 

하지만, 맘루크조가 통치할 시기에 하

이파는 황폐화 되었다. 심지어 18세기에

는 해적들의 소굴로 악명이 높았다. 362

년 비잔틴 시대부터 662년 아랍 시대를 

거쳐 1099년 십자군 시대에 융성했던 하

이파는 한때 침체 상태에 있다가, 1886년

부터 시작된 유대인 귀환운동에 가장 중

심이 되는 도시로서 유럽에서 이민 온 유

대인들이 제일 먼저 닻을 내린 항구도시

이기도 하다. 1930년에 이미 유대인 귀환

운동의 핵심이 되었고 주변의 배후 농촌

도시들과 더불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

게 되었다. 

카르멜 산이 남쪽 기슭에 동서로 길게 

누어있고 카르멜 산의 서쪽 끝자락에 놓

여 있는 이 도시는 카르멜 산의 북쪽 능선

과 바닷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전형적인 

바닷가 산동네이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에이커 항이 이 지

역의 주 항구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 

항구는 침적토에 의해 점점 막혀 들어갔

으며 큰 배가 정박할 수 없었다. 하이파 

항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처음으로 알아

본 사람은 시온주의의 아버지 테오도르 

헤르츠였다. 그는 1898년 <Altneuland>

란 책에서 이 마을에 대한 미래적인 저술

을 기록하였다.

항구는 1922년 착공되어 1933년 10월 

31일 공식적으로 완공되었다. 이 항구가 

완공되자, 하이파 시는 급속도로 번창해

나아갔다. 1936년에는 도시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하이파 항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이스라엘 이민자들이 이스

라엘로 들어오는 관문이 되었다. 제1차 

중동 전쟁 후 이스라엘 인접 중동 국가

들이 이스라엘 쪽의 국경을 폐쇄자 하이

파 항이 이스라엘과 다른 제3국가를 이

어주는 중대한 관문 역할을 하게 되었으

며,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수퍼 파워를 갖

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이파의 아름다움

하이파는 지중해성 기후가 특색이다. 

여름은 건조하고 덥다. 겨울은 춥고 습윤

하다. 여름 평균 기온은 섭씨 26도, 겨울 

평균 기온은 섭씨 12도이다. 좀처럼 눈이 

오지 않는다. 겨울에 

간혹 섭씨 6도 이하

로 내려가면, 아침 나

절에 잠깐 눈이 오기

도 한다. 우기는 10월

부터 4월까지이다.

이민 온 유대인들

이 본토 각 지역으

로 흩어져 삶을 살아

가면서 추억을 잊지 

못하게 하는 도시이

기도 하다. 1965년을 

기점으로 오픈 시티로서 예술가들이 많

이 모여 사는 도시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최대 도시이면

서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35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2012년 기준으로는 26,4800명으로 나와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이스라엘 

시민권자(인구의 9%)들이 이스라엘의 어

느 도시에서보다 사이좋은 관계를 가지

고 있기도 하다. 또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공존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테

크니온 공과대학과 하이파 대학은 공과 

계열 대학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

고 있다. 2005년에는 양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하이파에서 인상적인 것은 카르멜 산 

서쪽 능선에 있는 엘리야 피난 동굴이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만나

러 이곳을 찾아와서 촛불을 켜서 추모하

며 기도하는 곳이다. 유대인들이 엘리야 

동굴을 찾아온다면 기독교인들은 카르멜 

산 서쪽 능선 주봉 쪽에 있는 스텔라 마리

스(Stella Maris)라는 로마 천주교 교회를 

찾는다. 이 교회는 19세기에 지어진 교회

로서 교회 제단 전면에 동굴이 있고 이 동

굴에서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을 마친 

후 쉬면서 기도했다고 한다. 

이 교회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가면 하

이파 항구가 한 눈에 보이는 전망대가 있

고 케이블 카를 타는 곳이 나온다. 이곳에

서 하이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멋

있을 것이다. 

하이파의 지하철

또 하나, 하이파의 상징은 지하철이다. 

이스라엘에 지하철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것이다. 영국 위임 통

치 시절인 1925년경에 건설된, 세계에서

도 가장 오래된 지하철 중의 하나로 카르

멜 산 정상 부근에서 해안까지 여섯 정거

장을 가지고 있으며 수직 지하철로 궤도 

열차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전동차 두 개가 

서로 교차하면서 운행되고 있다. 지하철

의 총 구간은 1.8km에 불과하다. 지하철

이 달리는 시간도 겨우 6분이다. 10분 간

격으로 운행되는 이 지하철은 파리광장, 

솔렐본느, 하네빔, 골롬보, 마사다, 간하임 

등 여섯 정거장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가

장 짧은 지하철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고 한다. 산악 열차처럼 경사가 가파르고 

기울여져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

하학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역에는 스크린 도어도 없고 표를 사면 

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 표를 사려면 역 플랫폼 입구에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사면 된다. 필자는 

지난 2000년에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너

무 재미있어서 6개의 정거장을 오르락내

리락 하면서 즐겼던 기억이 있다. 단기 선

교 팀이 왔을 때는 이 지하철 정류장 입구

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며 춤을 추고 전도

하였던 즐거운 추억도 있다. 하이파에 가

면 이러한 지하철을 타보는 것도 별미를 

먹는 일처럼 느껴질 것이다.

<계속>

이스라엘 하이파의 전경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39)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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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선/교에 앞장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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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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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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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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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iccc.o�  ce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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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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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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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가 주 샬 롬 교 회

김준식 담임목사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사 우 스 베 이 , 토 렌 스 , 가 디 나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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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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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균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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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동 부 , 팜 스 프 링 스 지 역 , 라 스 베 가 스 

파사데나,라크라센타,라캐냐다,글렌데일,밸리,벤추라, 버뱅크 지역 

사 우 스 베 이 , 토 렌 스 , 가 디 나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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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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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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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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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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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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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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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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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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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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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오전 6:00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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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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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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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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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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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이춘준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김성원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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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조응철 담임목사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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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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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신용환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Good News Church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윤  목  담임목사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가디나선교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영어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김성수 담임목사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1부예배(EM) 오전 9:30
2부예배(EM) 오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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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용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왼쪽부터 가나다 순) 김노아, 서대천, 엄기호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회 대표회장 

선거 후보 등록 접수가 마무리된 결과, 총 

3명이 등록했다.

지난 2일(수) 첫 번째로 등록을 마친 김

노아 목사(예장 성서 총회장)에 이어, 등

록 마지막 날인 4일(금) 오후 엄기호 목사

(기하성 여의도, 성령교회)와 서대천 목사

(글로벌선교회, 홀리씨즈교회)가 각각 등

록을 마쳤다.

4일 등록한 엄기호 목사는 “한기총이 

더욱 잘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선

거에 임하겠다”며 “하나님 중심의 체제를 

구축해 한국교회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목사는 “당선이 되더라도 남은 임기

가 얼마 되지 않아 큰 일을 하지는 못하겠

지만, 주어진 기간 동안 한기총을 잘 다

져 한기총이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아

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등록한 서대천 목사는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조금이나마 복음

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며 “기도 

많이 해 달라”고 전했다.

엄기호 목사는 1947년생으로 한세대 

신학과, 리버티 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지도자 과

정 수료, 한세대 명예신학 박사 학위 등

을 취득했다. 기하성 36대 총회장, 순복음

부흥사회 대표회장, 한세대 이사장, 한기

총 공동회장 2회, 21·22회기 한기총 남북

협력 위원장,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 대

표회장, 한기부 대표회장, 한국오순절교

회협의회 대표회장, 교경협의회 대표회

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양평금식기도원 

원장, 사단법인 굿피플 이사, 한국기독교

복음주의총연맹 총재, 세계복음화중앙협

의회 상임부총재, 성령교회 담임 등을 맡

고 있다.

1963년생으로 연합기관 출마자들 중 

젊은 축에 속하는 서대천 목사는 예장 합

동 총회 소속으로, 글로벌선교회 회장 자

격으로 출마했다. 고려대학교와 대학원

을 거쳐 총신대 신대원을 수료했다. 현재 

SDC인터내셔널스쿨 이사장, 글로벌선교

회 회장, 홀리시즈교회 담임 등을 맡고 있

다.

1940년생인 김노아 목사는 예장 성서 

총회장, 한기총 공동회장, 세계한인기독

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기총 신천지대

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표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한기총 임

시총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진행될 예

정이다.                       

이대웅 기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앞두고 

김노아 서대천 엄기호 목사 출마 
임시총회는 8월 24일 개최

참석한 청년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겠다는 뜻을 다짐하고 있다.

동성애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 청

년들이 ‘연대 기자회견’을 7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

다. ‘동성혼 개헌 반대 대학 청년 연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총신대, 장신대, 

고신대 등 국내외 43개 대학 56개 단체가 

함께 결성했다. 

1부 기자회견에서는 청년들의 발언과 

성명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발언한 홍

은샘 학생(경희대)은 “이번 개헌안은 매

우 부당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구

체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기 때문에 

개선(改善)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라고 

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살인

과 상해, 동물학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의 처벌조항들도 일시에 무력화될 수 있

다”고 우려했다. 홍은샘 학생은 “동성결

혼 반대는 근거 있는 합리적 차별이자 참

된 인권보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동성혼에 찬성한다

는 정치인들의 생각은 착각으로, 동성결

혼 허용시 발생할 의학적·경제적·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우려하

고 있는지 간과하고 있다”며 “그래서 위

정자들이 ‘헌법 개악’을 하지 않도록 간

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청년

들이 시간을 내 찾아온 것”이라고 덧붙였

다.

이어 김찬욱 학생(총신대)는 국가인권

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의 실태를 비판했

다. 그는 “동성애와 동성혼은 인권에 앞서 

상식의 문제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권

위법 2조 3항 차별금지범위에 ‘성적지향’

을 포함시켜 사실상 대한민국 동성애 합

법화의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

다수 이성애자인 국민들의 인권 역시 고

려해야 함에도, 일부 동성애자들의 인권

만을 수렴하는 시도는 일방적인 독재적 

의사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백석대 남윤성 학생이 낭독

했다. 성명서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 국

민이자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청년들로

서, 1남 1녀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결혼과 

가정이 갖는 숭고한 가치가 개인과 사회, 

국가적으로 지극히 중대함을 인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무

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적 문란을 

초래하고 건강한 성윤리에 반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행태인 동성

애와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열어 줄 ‘성평

등’과 ‘평등’ 등 1남 1녀의 결혼 정의를 넘

어서는 그 어떠한 표현도 대한민국 헌법 

속에 결코 담을 수 없다”고 천명했다.

또 “앞으로 대학·청년들의 전국적인 연

대망을 최대한 구축해 동성애와 동성혼 

허용 개헌안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끝까

지 싸워 이길 것”이라며 “서구 사회로부

터 밀려오는 동성애 합법화 흐름을 당당

히 차단하고, 1남 1녀의 결혼 전통을 지

켜냄으로써 개인과 사회 전체가 누릴 아

름답고 능력 있는 영향력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발휘하며 선도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이대웅 기자 

젊은이는 동성결혼 찬성? NO!

대학 청년들, 동성애 개헌 반대 위해 연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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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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C . / 얼 바 인  지 역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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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요 담임목사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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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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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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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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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새벽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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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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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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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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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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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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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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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예배  오전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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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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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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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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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on Community Church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금요찬양예배  7:30 PM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주일학교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토요일 6:30 AM

남가주가스펠교회남가주가스펠교회

이원준 담임목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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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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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e-mail: iccc.o�  ce1@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562) 690-7979    F.(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Nasung Church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E.M(Youth)오전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청년부   주일 오후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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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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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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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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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나이지리아 동남부 지역의 한 성당에

서 6일(현지시간) 무장한 괴한 일당이 총

을 난사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

하면, 이날 오후 6시쯤 나이지리아 아남

브라주 오니차시 인근 오주불루 마을에 

있는 성필립 성당에 괴한이 난입해 무차

별 총격을 가했다. 피습 당시 이 성당에는 

약 10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

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으로 성

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 수십 명이 죽

거나 중경상을 입었다. AFP 통신은 영안

실에서 적어도 12구의 시신이 확인됐다

고 전했다.

경찰은 성당 주변을 봉쇄한 채 달아난 

범인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지만 현재까

지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단

체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

의 주 활동 지역이어서 이들의 소행에 무

게가 실리고 있다. 

                      강혜진 기자

나이지리아 성당에서 총기난사 수십명 숨져

조엘 헌터 목사 ⓒ노스랜드교회

미국 플로리다 주 롱우드에 소재한 대

형교회인 노스랜드교회의 조엘 헌터(Joel 

Hunter·69) 목사가 사임을 표시했다.

2일 공개된 성명에서 이 교회 버논 레

인워터 목사는 “조엘 헌터 목사님은 청렴

하시고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이 가득한 

분이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한 분이었다. 그분의 삶과 사역은 이 

도시와 전 세계에서 예배와 봉사의 촉매

제가 되어 왔다”고 전했다.

헌터 목사는 이같은 소식을 먼저 노스

랜드 교회 임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교

회 장로들과 협의하기 전까지는 사임이

나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의 사임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으

며, 그 때까지 강단에서 설교를 지속할 계

획이다.

언론에 의하면, 헌터 목사는 사임 이후 

가난한 이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새로운 

사역에 헌신할 계획이다. 그는 “모든 사

람은 항상 평등하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

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지금의 시점에서 

제도적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넘어

선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

했다.

조엘 헌터 목사는 아이스링크장이었던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후 30년 간 교회

를 이끌어왔다.

그는 기후변화, 이민 문제 등과 관련해 

비교적 중도적인 견해를 표시해 온 복음

주의 지도자로서, 복음주의에 기반한 기

독교인들의 초당적 사회 참여를 주도하

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뿐만 아

니라 오바마 정부 초기에 대통령 자문위

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대형교회 목사, 노숙자 사역 위해 사임
노스랜드교회 조엘 헌터 목사 “교회 넘어선 일 필요”

팀 켈러 목사

팀 켈러 목사가 “회의주의와 관련된 논

쟁에서, 기독교 변증론자들은 ‘아무도 합

리적 추리를 통해서만 믿음을 선택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켈러 목사는 최근 포커스온더패밀리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믿는 근거

와 믿지 않는 근거가 철저히 합리적이지

만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켈러 목사

는 “만약 당신이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

았다면, 그들이 가진 신념은 당신을 기쁘

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공동

체에 갔을 때 그 공동체가 당신을 잘 받아

준다면, 그들의 신념은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자주 일어난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대화를 나누

길 꺼려 하는 회의주의자를 만났을 때, 그

가 상처를 입었거나 그가 속했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교회에 대해 개인적으로 나쁜 경험을 가

진 회의론자들과 대화할 때, 먼저는 뒤로 

물러난 후 그들을 작은 컴퓨터처럼 대하

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내

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도 단순히 앉아서 

따져보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켈러 목사는 신앙

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안

정적인 가정 환경을 갖는 것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켈러 목사는 “만약 가족이 건강한 기능

을 하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과 믿

음이 있다면, 이러한 사랑과 믿음은 시간

이 지나면서 자녀들 곁에 반드시 머문다”

면서 “이는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옵션

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

다. 그래서 나는 실제적으로 다시 신앙으

로 돌아오게 된 많은 이들을 보았다”고 말

했다.

켈러 목사는 2016년 출간한 ‘Making 

Sense of God’에서 기독교에 회의를 가진 

이들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의 

첫 부분에서 저자는 세상이 갈수록 세속

화되고, 종교가 없는 사람 혹은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이성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

한 것이라는 생각을 흔들어 놓는다. 그리

고 모든 사람이 이성과 감정과 문화와 사

회의 요소에 의해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

한다는 전제를 증명한다.        강혜진 기자 

신앙으로 돌아오려면 가정환경 중요

팀 켈러 목사 “합리적 추리로만 믿음 선택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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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enage years can prove 
themselves to be a challenging 
season, for both the parents and 
teens alike. How can a deeper un-
derstanding of the gospel trans-
form and redeem that potentially 
challenging period?

Jacquelle Crowe, teen author of 
‘This Changes Everything,’ and her 
father, Sean Crowe, set out to ex-
plore the answers to that very ques-
tion at a seminar for parents and 
teens held at Living Hope Commu-
nity Church on Friday night.

“We wanted to host this because 
we believe it’s so important for 
parents to disciple their children,” 
said Chris Li, youth pastor at Liv-
ing Hope.

The session, which lasted a little 
more than two hours,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with each part in-
cluding brief words from Sean and 
Jacquelle Crowe regarding three 
topics, and then allowing the par-
ents and teens in the audience to 
share their thoughts with each oth-
er after each of the talks, following 
discussion questions provided.

“Most people feel completely in-
adequate to care for their children,” 
said Sean Crowe as he opened up 
the first portion, which focused on 
how the grace of God affects the 
lives and perspectives of parents 
and teens. “Raising kids who love 
the Lord is a difficult task.”

“But just as we are saved by grace, 

we are also sanctified by grace,” he 
added. “Any success we have in 
parenting is due to the grace of God 
– so let’s look to God.”

Jacquelle Crowe mentioned the 
challenges that teens face in to-
day’s world, and said they “need 
grace” in two domains: living in 
the culture, and within the home.

In today’s world, living as a 
Christian may require teens to 
stand apart from their peers, and 
perhaps be seen as “weird,” she 
said. But she encouraged them to 
stand out as a Christian by speak-
ing “words of life and truth,” rath-
er than gossiping; thinking of oth-
ers first; living in purity; pursuing 
faithfulness; and living in a way 
that honors God.

She focused on how teens can 
honor their parents during the 
second portion of the session, and 
encouraged teens to obey their 
parents joyfully, and serve them 
willingly.

“Obedience is hard, but parent-
ing is hard too,” said Jacquelle 
Crowe. 

“Jesus was a teenager just like 
us, and he also had to obey his 
earthly parents,” she added. “He 
did that because that’s how teens 
are supposed to be.”

Teens should serve their parents, 
she continued, because “Chris-
tians’ lives should be marked with 
service.”

“They [parents] are fellow 
brothers and sisters, and it is our 

responsibility to love and serve 
them,” said Crowe.

Praying for parents, and seeking 
ways to make their lives better, are 
among the ways that teens could 
serve their parents, she suggested.

“Small, quiet faithfulness will be 
used to prepare you for bigger obe-
dience in the future.”

Meanwhile, parents have work 
to do as well, Sean Crowe noted 
during the second portion: teach-
ing the teens what the Bible says; 
training them how to live; and 
praying for them.

When it comes to teaching the 
Bible or discipleship, parents may 
be tempted to think, “That’s the 
church’s job.” However, Crowe 
said, “the primary responsibility is 
on the parents.”

“Your kids need to see you, how 
you live, you need to be their ex-
ample,” said Crowe. “But you also 
need to see them – you’re going to 
have to know your kids and what 
they’re interested in.”

The tasks seem many and dif-
ficult for both parents and teens – 
but Sean and Jacquelle Crowe re-
minded them of the hope and help 
they can find in God: primarily, in 
God’s Word and in God’s body, the 
church. The wisdom and guidance 
that parents and teens need can be 
found in the Bible, and in the com-
munity of the church, they said.

“I want to encourage you – you 
can begin again,” said Sean Crowe. 
“Now is the time to begin again.”

About 140 parents and teens attended the ‘This Changes Everything Conference’ hosted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on August 4.

A majority of pastors don’t be-
lieve volunteering at church can 
take the place of tithing, according 
to a recent study. But most of all 
Christians don’t seem to share the 
same view.

The Barna Group study released 
on August 1 explored differences 
between pastors and Christians in 
general when it comes to giving. 
It found that while 67 percent of 
pastors strongly disagree with the 
idea that “it is okay for members to 
volunteer for their church instead 

of giving financially,” the general 
Christian population was more 
nuanced in their responses.

Only 10 percent of Christians 
strongly disagreed with the idea, 
and 11 percent somewhat dis-
agreed. The largest proportion (31 
percent) neither agreed nor dis-
agreed. More than a quarter (29 
percent) somewhat agreed that 
volunteering can substitute for 
financial giving, and 18 percent 
strongly agreed.

Barna pointed to the fact that 

more pastors speak about volun-
teering than about tithing at the 
pulpit, and that that may be one 
reason for the gap.

“Only 39 percent of pastors say 
they or other leaders speak from 
the pulpit about tithing or giving 
to the church at least once a month 
(17% once per month, 22% mul-
tiple times per month),” the study 
states. “But more than six in 10 say 
they or other leaders speak from 
the pulpit at least once a month 
on the topic of volunteering (35% 

once, 27% multiple times).”
The study also noted that those 

who were more generous finan-
cially to the church were also more 
likely to be generous with their time 
and energy in volunteering. For 
instance, 45 percent of those who 
give more $2,500 or more annu-
ally to the church said they volun-
teered within the past week. Only 
about one in five (21 percent) of 
those who give less than $50 to the 
church annually said the same.

Other aspects regarding giving 

was explored in the study. For 
instance, when asked what gener-
osity “always” is, Christians were 
more likely to say that their giving is 
“always” a “spur-of-the-moment” 
action (11 percent, compared with 
2 percent of pastors), and “driven 
by compassion” (40 percent, com-
pared with 30 percent of pastors). 
The largest proportion of both 
pastors and Christians said that 
generosity is always “a response to 
Christ’s love” (66 percent and 47 
percent, respectively).

‘Parents, Disciple Your Children’
‘Children, Obey Joyfully’

A Korean Canadian pastor who 
had been detained in North Korea 
for two years and seven months 
was released on Wednesday over 
health reasons, a North Korean 
news agency reported.

However, the Canadian govern-
ment has not yet confirmed any 
details of the release. It is also not 
yet clear when Lim will arrive in 
Canada.

“Rim Hyon Su [Lim Hyeon Soo], 
a Canadian civilian, was released on 
sick bail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entral Court of the DPRK on 
August 9, 2017, from the humani-
tarian viewpoint,” North Korea’s 
official news agency KCNA said.

Rev. Hyeon Soo Lim, 62, was de-
tained in December of 2015 when 
he was in North Korea on one of 
his numerous humanitarian trips. 
He was sentenced to hard labor for 
life for committing “crimes against 
the state.”

According to his family, Lim had 
been to North Korea more than 
100 times.

“We are relieved to hear that 

Reverend Lim is on his way home 
to finally reunite with his family 
and meet his grand daughter for 
the first time,” Lisa Pak, a spokes-
person for Lim’s family, told CNN. 
“There is a long way to go in terms 
of Reverend Lim’s healing. There-
fore, in the meantime we ask the 
media for privacy as he reconnects 
with his loved ones and receives 
medical attention.”

“We want to thank the global 
community for the continued 
prayers and support and we also 
ask that the world does not forget 
the people of North Korea,” her 
statement continued.

Since Lim, who formerly led 
Light Presbyterian Church in To-
ronto, was detained, the Korean 
community in numerous locations 
held multiple prayer gatherings for 
his release, including in Canada, 
the U.S., and South Korea.

Lim’s release came soon after 
a high-level official from Canada 
visited North Korea on Tuesday, 
hoping to intervene in his case.

“This is a truly joyous occasion,” 
Suzanne Scholte, the chair of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told the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a human rights orga-
nization focusing on persecuted 
Christians.

Meanwhile, Lim’s health condi-
tion is currently unclear. Prior to 
his release, Lim’s family expressed 
concern for his health as he was 
known to have lost a significant 
amount of weight, and to have 
complained of stomach pain.

Lim also has had high blood 
pressure, and his family was able 
to send him medication. However, 
Canadian Senator Yonah Martin 
expressed concern that Lim was 
not receiving the medicine “in the 
way he should,” according to Reu-
ters.

Hyeon Soo Lim Released 
From North Korea

Volunteering Can’t Substitute for Tithing, Most Pastors Believe; But Congregants Disagree

BY RACHAEL LEE

Rev. Hyeon Soo Lim, former lead pastor of 
Light Presbyterian Church in Toronto.

After more than two and a half years of detainment, 
North Korea frees pastor for health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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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did everyone go?”
A business executive asked that 

question when she returned to her 
church after some extended interna-
tional travels. In the four weeks she 
was out, the attendance at the church 
had declined from nearly 600 to under 
400. The attendance had plummeted 
in that short time by 35 percent!

To be clear, such rapid declines are 
aberrations. Most declining churches 
go through incremental, not dramatic, 
reductions.

We consider a church to be in dra-
matic decline when the average wor-
ship attendance drops by 20 percent 
or more in three months or less. What 
causes such unusual declines? Here 
are seven common reasons:

1. A scandal in the church. The 
two most common are sexual and fi -
nancial scandals. Either of those can 
cause immediate erosion of trust and 
send members out the door.

2. Sudden departure of a pas-
tor or staff  person. I am familiar 
with a church where the average at-
tendance dropped from 1,250 to 850 
in just a few weeks when a malevolent 
power group in the church forced the 
pastor out. 

The congregation never heard a rea-
sonable reason for the departure be-
cause there was none. The church has 
not recovered.

3. Closure or decline of a ma-
jor employer. Some communities 
are highly dependent on one or a few 
employers. 

When any one of those employers 
close, people who are members of 
churches in the community will often 
depart rather quickly. I saw this reality 
transpire many times during the great 
recession and when several military 
bases closed.

4. The church changes its posi-
tion on a major biblical/moral 
issue. When a church makes a major 
doctrinal shift, many members often 
exit quickly. That exit is often exacer-
bated if the doctrinal change is related 
to a moral issue.

5. A power group continues to 
wreak havoc in a church. The sto-
ry is not uncommon. The same power 
group opposes any change again and 
again. Pastoral tenure declines due 
to the leaders’ frustration with this 
group. At some point a large group in 
the church declares, “Enough,” and 
departs en masse.

6. Another church moves close 
by. The new church or newly located 

church off ers ministries and programs 
the aff ected church does not have. Of-
ten these ministries are particularly 
appealing to families who still have 
children at home. Those families move 
to the new church to try to keep their 
children interested and excited about 
church life.

7. A highly contentious busi-
ness meeting. These churches have 
typically experienced confl ict for some 
time. The confl ict comes to a boiling 
point in a business meeting. Large 
numbers leave due to anger, weari-
ness, or both.

Admittedly, this level of decline is 
not common, but I am seeing it more 
frequently. It is my prayer that these 
seven reasons can also serve as seven 
warning signs.

It is incredibly diffi  cult for any 
church to recover fully from such a 
massive exodus.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
lished at ThomRainer.com on July 
31, 2017. Thom S. Rainer serves as 
president and CEO of LifeWay Chris-
tian Resources. Among his greatest 
joys are his family: his wife Nellie Jo; 
three sons, Sam, Art, and Jess; and 
nine grandchildren. Dr. Rainer can be 
found on Twitter @ThomRainer and 
at facebook.com/Thom.S.Rainer.

“I don’t deserve this.”
This phrase, or at least the senti-

ment behind it, crosses my mind pret-
ty often, though it shows up in two 
very diff erent contexts. Sometimes it 
shows up when I am at my very best. 
At other times, it shows up when I am 
at my very worst.

When I am at my best, I look at my 
life and I’m so thankful for where I am 
and what I have. So I think to myself, 
“I don’t deserve this…” I acknowledge 
that I’m doing better than I deserve.

Admittedly, there are times when 
I’ll look at my circumstances or what’s 
before me and I’ll say the same phrase, 
“I don’t deserve this,” but with a heart 
that is bitter and with a tone that is 
begrudging. In these moments, I com-
plain because I feel like I deserve and 
am entitled to something better.

Pastor and author Kevin DeYoung 
gives a helpful illustration when he 
says that every day, we can wake up 
and either put on the glasses of fair-
ness or the glasses of grace. Each day, 
we have a choice as to how we’re going 
to interpret and experience the world.

To put on the glasses of fairness is 
to experience life while believing that 
we are entitled to live a blessed life. 
We wake up with the assumption that 
we deserve fi rst place, and so when we 
get anything less than that, we feel as 
though life isn’t fair. We need to make 
sure we get what is ours; therefore, 
we’re always calculating, sizing up, and 
feeling like we’re owed something.

What will be the result for people 
who puts on the glasses of fairness on 
a daily basis? Life will end up being 

a series of disappointments in which 
they are not getting the treatment they 
deserve, and because of it, they will 
leave behind a trail of broken relation-
ships.

On the other hand, to put on the 
glasses of grace is to see life as a gift 
that is undeserved. Every day we start 
with the Biblical assumption that as 
sinners, we deserve last place, but 
here we are at the front of the pack 
(Matthew 19:30). We realize we de-
serve nothing (except God’s wrath!), 
and therefore, we’re thankful for ev-
erything. It’s all God’s grace.

For the person who puts on the 
glasses of grace, he or she will be a 
living example of Philippians 2:14-
15, which says “Do all things without 
grumbling or disputing, that you may 
be blameless and innocent, children 
of God without blemish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twisted generation, 
among whom you shine as lights in 
the world.” 

This person will shine and his or her 
relationships will come alive because 
who doesn’t want to be around a per-
son like this?

This is not to discredit any real pain 
and injustice in the world. I acknowl-
edge them, and I am not trying to 
brush that aside. We should be sensi-
tive to injustices in this world. Howev-
er, I do want to challenge a worldview 
that feels entitled to receive blessings 
from the start. It’s easy for us, es-
pecially those who have been in the 
church for a long time, to forget the 
concept of grace and fall back under 
a system of fairness in which we feel 
entitled to our wages based upon our 
years of service.

We see this fairness attitude in the 
Apostle Peter who says in Matthew 
19:27 “See, we hav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you! What then will we 
have?” Peter basically says, “If there’s 
anyone who deserves to be blessed, 
it should be us disciples!” And while 
the world may work under a works-
based, wage-based, fi rst-come fi rst-
served system, ultimately, that is not 
how things work in God’s kingdom. In 
God’s kingdom it’s all grace!

Such amazing grace that saved 
wretches like us is not limited to our 
salvation. It’s amazing grace that al-
lows us to wake up in the morning 
and face a new day (Psalm 3:5). It’s 
amazing grace when we’re able to see 
or hear or speak (Exodus 4:11). It’s 
amazing grace when the sun shines or 
the rain pours down on us (Matthew 
5:45). It’s amazing grace when we can 
laugh and fi nd pleasure in life (Eccle-
siastes 3:13). It’s even amazing grace 
when life is tough because we know it 
is for our good (Hebrews 12:6).

As we seek to be gospel-centered 
Christians, let’s not just pay lip service 
to the concept of grace, but rather, 
let’s have a robust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amazing grace 
we have received and still receive on 
a daily basis. That means more of-
ten than not, the daily prayer of our 
hearts is “God… this is better than I 
deserve.” 

Patrick Cho is the youth group and 
missions pastor at Na Sung Church.

This article has been republished 
with permission from the SOLA Net-
work website. SOLA exists to infl u-
ence the emerging generation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Seeing What We Deserve

BY THOM RAINER

BY PATRICK CHO

Seven Common Reasons Churches Have
a Dramatic Decline in Atte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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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tholic charity organization has set 
out to raise funds in hopes to rebuild a 
predominantly Christian town in Iraq 
that has been destroyed by ISIS.

According to the Knights of Columbus, 
which is spearheading the eff ort, the re-
building of Karamdes, also called Kara-
mlash, must happen within the next two 
months. Andrew Walther, the vice presi-
dent of communications and strategic 
planning for the Knights of Columbus, 
told The Christian Post that the “next 60 
days are critical” because if those who 
were displaced from their homes are 
unable to return within that time frame, 
they will leave the country “for good.”

“Christianity is reaching a tipping 
point,” Walther told The Christian Post. 
“We have been told in 60 days, if there 

aren’t signs of hope and construction 
and people starting to move home, if 
this process doesn’t begin in the next 60 
days that people will just start leaving in 
droves and Christianity in Iraq will reach 
the point of no return.”

Since ISIS invaded parts of Iraq in 
2014, numerous towns have been de-
stroyed and taken captive by the extrem-
ist group, many of which were resided 
predominantly by Christians or other re-
ligious minorities. Some of those towns 
have been liberated from ISIS control 
since then, including Karamdes, but the 
popula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
sons (IDPs) remains signifi cant.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Of-
fi 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
an Aff airs, (UN OCHA) some 3.4 million 

people are internally displaced within 
Iraq as of June.

The Knights aim to raise $2 million, 
which the group says will help bring 
“hundreds of families” back home to 
Karamdes, and estimate that it costs 
about $2,000 to resettle one family. It 
will be partnering with the Archdiocese 
of Erbil for the eff ort.

“The terrorists desecrated churches 
and graves and looted and destroyed 
homes,” Supreme Knight Carl Ander-
son said during an annual report at the 
Knights of Columbus 135th Supreme 
Convention. “Now we will ensure that 
hundreds of Christian families driven 
from their homes can return to these two 
locations and help to ensure a pluralistic 
future for Iraq.”

A judge based in Wyoming who was 
censured for publicly stating her op-
position to same-sex marriage has ap-
pealed her case to the U.S. Supreme 
Court on August 4.

Judge Ruth Neely, who served as a 
municipal judge for 22 years and as a 
part-time circuit court magistrate for 
about 15 years, was censured by the 
Wyoming Supreme Court in March 
2017 for her comments to a reporter in 
2014 saying that she believes marriage 
“is the union of a man and a woman,” 
according to a press release by her at-
torneys at the Alliance Defending Free-
dom (ADF).

In March 2015, the Wyoming Com-
mission on Judicial Conducts and 
Ethics fi led a complaint against Neely 
regarding her comments, and the 
commission recommended in Febru-
ary 2016 that Neely be removed from 
both her roles as municipal judge and 
circuit court magistrate. Neely then 
appealed to the state Supreme Court, 
which ruled against her in March 2017 
with a 3 to 2 vote.

Neely was then required to solemnize 
all marriages or none, which led to her 
losing her magistrate position.

“The Wyoming Supreme Court said 

that it had to punish Judge Neely to up-
hold ‘judicial integrity’ even though it 
recogniz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that Judge Neely’s comments harmed 
‘respect for the judiciary’ or ‘any per-
son,’” said the ADF.

Neely’s attorneys argue that the state 
of Wyoming “allows magistrates to de-
cline wedding requests for countless 
secular reasons — because they refuse 
to perform weddings for strangers, they 
simply don’t feel like marrying the cou-
ple, or they prefer to watch a football 

game.”
“But the state punished Judge Neely 

for saying that she would need to refer 
some wedding requests for a religious 
reason,” the ADF stated.

The ADF also noted that Neely was 
never asked to solemnize any same-sex 
marriages, and that if she was asked, 
she would have referred the couple to 
another magistrate.

Unless an extension is requested, the 
state of Wyoming will fi le a response 
within 30 days, according to the ADF.

Wyoming Judge Censured for Views on
Same-Sex Marriage Appeals to U.S.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pictured in March 2017. Ruth Neely appealed her case to the U.S. 
Supreme Court on August 4, 2017. (Photo: Phil Roeder / Flickr / CC)

Catholic Charity Group Aims to Raise $2 Million to
Rebuild Iraqi Christian Town

Jordanian lawmakers in the lower 
house of Parliament voted on Tuesday, 
August 1, to repeal Article 308 of the 
Penal Code, no longer allowing sexual 
assault perpetrators to evade punish-
ment for their actions by marrying their 
victims.

Article 308 of the Penal Code left 
perpetrators unscathed as long as they 
married their victims and did not di-
vorce until after three years.

A leading activist in the movement 
against Article 308, Dima Barakat, stat-
ed that marriage, for the victim, is “kill-
ing this girl a thousand times a day, at 
least,” adding that the perpetrator “took 
away her dignity, her honor, and took 

away her life.”
Because some places in Jordan still 

remain socially conservative, some law-
makers argued that the article actually 
protects victims from the social stigma 
that victims and their families face, iso-
lating them from the community. 

“Family honor” is deeply engrained 
within the culture that victims, who are 
usually girls between ages 15 and 18, of-
ten choose to go along with marriage to 
their perpetrators to expel the “shame” 
that comes with being a rape victim.

However, lawmakers decided to vote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government and a royal committee 
to scrap the amendment in its entirety, 
according to a press release from the 
Human Rights Watch.

This repeal of Article 308 works 
alongside a prior vote on an amend-
ment that took place earlier this week 
that no longer allowed honor killings 
done “in a fi t of rage,” stated an Associ-
ated Press report. 

These two actions together shut down 
loopholes for sexual assault perpetra-
tors and rapists to get away with their 
actions of killing and rape.

With the passage of the repeal in the 
lower house, Article 308 waits to go 
through the upper house, and ultimate-
ly, to be approved by King Abdullah II.

“This is a victory for the women’s 
movement and human rights move-
ment in Jordan,” stated Salma Nim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Jordanian 
National Commission for Women.

Jordan’s Lawmakers Vote to Repeal Law
Compelling Victims to ‘Marry the Rapist’

BY JESSICA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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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고

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아

주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우리는 계

속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

실 때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

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 속

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인간에게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

며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무

한하신 분이라는 것이다. 현대를 살

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면 바로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

고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은 인간에겐 불가능은 없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

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이렇듯 인간이 하나님으로부

터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인

간은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

한다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

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으로

부터 창조되어 생명을 받았으며, 하

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에 힘입어 삶

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렇다. 인간창조의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명확한 사실은 인간

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직 

창조주만이 무한한 존재이다. 이 말

은 인간에게는 항상 스스로 뛰어넘

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자 노력하

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끝

없이 도전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

리는 그것을 이루는 데 한계성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아

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의 문제가 남

아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진리들이 많

이 세상에 남아 있다. 우리는 이것

을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말한다. 여

기서 말하는 유한성이란 우리의 모

든 업적에서도 실제적인 한계가 있

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

하여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인간의 유

한성이 바로 죄의 원인이라고 주장

하기도 한다.

인간에게 한계가 없다면 스스로 

무엇이 옳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상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유한성을 지닌 피

조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도

우심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

는 존재이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다해도 스스로 해결

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

제가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피

조물이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감

당하고 해결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러

나 우리는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

이려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

존해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는 입장과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다.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은 이 세상

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며 고등한 

존재 즉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항상 인간은 죄를 범하며 무엇을 하

던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 중요

한 사실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

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그

래서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없

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

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위

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세상

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

는 것이다. 오직 나의 부족함을 해결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을 의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든 나의 

삶이든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과 함

께 할 때 완성의 기쁨을 맛볼 수 있

도록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이다. 

오늘도 나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 스스로의 노력

으로 꿈꾸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기도하며 도

우심을 사모하자. 그와 같은 인생이 

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

지 말기를 소망해 본다.

인간의 유한성 (시편 100:3-5)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저는 본래 낚시를 좋아하지도 않

았습니다. 날카로운 낚시 바늘에 꼬

물꼬물 냄새나는 지렁이나 피흘리

는 먹잇감을 꾀어 물속에 던지고는 

할 일 없는 사람처럼 한참을 기다리

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제 성격과 맞

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낚시

뿐 아니라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어느날, 제가 아끼

던 청년이 ‘전도사님, 제가 낚시 배 

태워드릴테니 함께 가시죠’ 하고는 

저의 뱃삯까지 지불하고 저를 바다

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배에서 역

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선장님

과 그 청년이 싱싱한 돔들을 낚아 올

리는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

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 선장님이 

큰 돔이 낚인 낚시대를 저에게 건넸

습니다. 저는 그 낚시대를 얼떨결

에 잡았습니다. 그 때 ‘팟, 팟, 팟’ 물

고기가 파이팅을 하는데 그 떨림과 

손맛이 온 몸에 짜릿하게 느껴지는

데 바로 그 순간, 저는 변화되었습

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당장 서점에 

들러 낚시에 관한 책을 두 권 구입했

습니다. 낚시 채비하는 법, 줄을 묶

는 법을 스스로 연구하기 시작했습

니다. 다음 주일에 청년들에게 선포

하고는 바사모(바다를 사모하는 모

임)을 결성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만들기는 뒷전이고 월요일마다 청

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낚시의 제자

만들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처럼 주저했던 그 

어떤 청년들도 바다에서 ‘손맛’을 보

는 순간 낚시에 미쳐 버립니다. 그리

고 돌아오는 길에는 꼭 낚시대를 구

입합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낚시

를 사모합니다. 또 다른 청년을 친

절하게 모임에 전도하여 가입시킵

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되는 것, 예수

님의 제자 만들기, 전도, 기도는 공

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님을 체험할 때, 신앙을 이해할 수 

없던 그 누구라도 복음의 증인되고 

다른 이들을 제자 만드는 삶에 성공

할 수 있습니다. “배를 만들게 하려

면 배의 설계도를 주지 말고 바다를 

사랑하게 만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예수님의 바다

로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손맛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정  기  정  목사

샘물교회

저자가 죽은 지 한참이 지나서야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은 <독일 이데올로기>

라는 책입니다. 1932년에 러시아에

서 출판된 이 책은 두 사람이 집필

을 마친 1846년에서 86년이 지나고 

나서야 출판되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독일 이데올로기> 

를 읽어보면, 맞지 않는 예언들과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무관심한 변

증법과 유물론적 역사관과 다른 철

학자에 대한 빽빽한 비판이 가득 담

겨져 있습니다. 마르크스 스스로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주

장은 형편없이 어긋나 버리고 말았

습니다. “자본주의가 깊어질수록 분

업과 착취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공

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프

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공산국가를 건설

하게 될 것이다,” “자본가의 도구였

던 국가는 말라 비틀어져 사라질 것

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혁

명은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아

니라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농경사

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국가가 없

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

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업과 

노동의 착취는 고사하고, 세상에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도

록 나누어주는 사람처럼 고마운 사

람이 어디 있습니까? 각국의 지도

자들마다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공헌이 있다면, 이익

을 극대화시키느라 짐승의 얼굴을 

한 자본가의 비윤리, 그리고 국가와 

결탁하여 함께 저지르는 자본의 갑

질을 지적하여 준 것입니다. 마르크

스의 실책이 있다면, 사람의 관계

를 모두 착취-수탈의 진화론적 양

육강식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유물론적 주장과 프롤레타

리아에 대한 환상을 가진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파괴하여 

공산주의로 고치면, 인간은 본래의 

소외되지 않은 모습을 회복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

간의 죄성에 대한 순박한 착각이었

습니다. 

마르크스가 등장하기 1,800년 전, 

성전 시스템의 문제를 거론하며 메

시아 왕국을 세우려는 또 한 명의 다

른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

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에 일으키리라”(요 2:19). 당시의 성

전은 대제사장과 그 성전에서 일하

는 18,000명의 일꾼들과 관련된 시

스템의 중심입니다. 대제사장은 유

대인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의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성전에서 

파는 제물과 바꿔주는 환전상의 수

익은 모두 대제사장의 이권과 관련

된 것입니다. 그런 성전중심의 시스

템에 들어가서 제물로 팔 상품을 쫓

아내고 환전상의 테이블을 엎어버

렸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함은 이제 새 시

대를 맞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로운 성전 되신 예수님을 보라 함이

요, 동물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로 죄사함 받으라

는 것이요, 다시 사흘 만에 일어난 

자신을 보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

는 도전입니다. 부스러진 그리스도

의 살과 그 사이로 흐른 피로 새로

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

리가 가지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마르크스에서 예수님에게로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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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베드로는 장로중의 하나라고 

설명하면서도 모든 다른 장로들에게도 자

기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 장로들이 

절대로 교만하거나 어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섬김의 자세로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양 떼 중에서도 젊은 신앙인들로 자신

이 하늘나라 가기를 진정 소원한다면 하나

님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것을 맡기고 하

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격을 통하여 제목

과 같이 겸손과 순종의 신앙인격을 갖추어

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신앙인격 수양이 겸손과 순종으로 하

나님 기대에 쓰실만하다고 인정되실 때에 

그를 높이 들어 쓰시게 된다는 사실을 밝

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교만하고 언행이 여

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당히 기피하고

픈 대상으로 “저 사람은 교회에서 없어졌으

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

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또 그 인생은 버려져

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 당할 때에 후

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 교회 지도자의 마음가짐-고난의 증인

본문 속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

도자, 즉 목회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1절 말

씀은 그리스도의 종된 사명자는 영광의 증

인이 아니라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당하신 그 모진 행패

와 수난과 고난들은 제자된 신분으로 지내

오면서 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신 후

에도 성령을 보내서 성령 받은 사람들로 말

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실 

때,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증거하는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갖 수모

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고난의 과정을 생생하게 증거하면서 그 예

수님이 바로 당신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

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때에 성령

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듣는 사람들도 믿어

질 수밖에 없도록 체험도 주시고 감동, 감화

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증인의 삶을 성실히 산 사

람들은 훗날 부활하여 영광 중에 승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의 영광에도 참여할 자격이 얻어진다는 것

입니다. 

2. 교회 지도자의 마음가짐-청지기의 자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 떼는 내 

양 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 떼라는 말입니

다. 그들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 억

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자발적인 의지와 사명을 

앞세워서 하라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이득

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팔거나 또 무슨 직

분이나 사역을 빙자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

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나라에 부흥사 전성시대가 있

었습니다. 이들 중 몇 몇은 모인 사람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은혜전달의 사명

의식보다 그들의 주머니 속 물질을 얻기 위

하여 성경의 온갖 내용들을 악용하여 사용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에 와선 그들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

신 말씀은 양떼들의 신앙을 지도할 때 입술

로만 교리적인 것, 사명적인 것, 또 의지적

인 것을 훈련, 교육시키려 하지 말고 목자 

자신의 생활로 본이 되는, 보여주는 설교에 

힘써서 양 떼로 그 목자의 신앙생활을 보고 

본받아 참 믿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목자장 예수님이 재

림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

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교회 지도자의 마음가짐-온유와 겸손

5-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

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

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

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는 것

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과 순종

을 힘써 훈련하여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 들어 크고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신다

는 것입니다.

독일에 공작, 백작, 자작이 있고 후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으로는 공작이었습

니다. 왕의 근친 중에 로드리게스라는 공

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의 직계후손이 

없어 조카들 중에서 왕위를 계승시킬 수밖

에 없는 상황 속에서 로드리게스는 분명 자

신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

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순종으로 백

성을 섬기기 위한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아니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왕의 자리에 마치 

자신이 오른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

로 사람들을 대하고 상당히 위압적으로 건

방지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로 시간

을 보내고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일이 있

으면 포악하고 못된 짓을 하곤 했습니다. 사

실 이 사람이 왕의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생각하고 눈 여겨 보고 있었지만 

전혀 왕의 재목이 아님을 알고 왕위 후보 

계열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만약 그가 왕의 자질을 배우고 계율을 배

우며 열심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

듯이 백성을 섬기겠다는 태도를 보였더라

면 틀림없이 왕위를 계승했을 것인데 자신

의 잘못된 처신으로 말미암아 왕위 후보 계

열에서 배제된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드리며 점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기독

교 국가였기에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술에 취해 가

기도 하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

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 사냥을 갔다가 눈이 많이 내려 길을 잃

고 산속을 헤매다 그만 낭떠러지로 미끄러

지고 말았습니다. 한없이 미끄러져 내려가

다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골짜기에 이르러 

비로소 그곳에서 인간 자신의 나약함을 보

기 시작했습니다. 일국의 제왕이 될 꿈에 

부풀었던 그가 평생 처음으로 대자연의 위

대함과 웅장함에 스스로 위압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보잘 

것 없는 존재이며 허약하기 이를 데 없음

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안감과 두려

움에 스스로 막막함에 빠져듭니다. 그때 그

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나 아닌 나로 잘

못 행세하고 광패와 교만을 일삼았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조금씩 겸손해지기 시작했

습니다. 이때 마침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함께 있던 사냥개가 주인을 종소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개를 따라 가보

니 아주 조그마한 기도원이 보였습니다. 그

곳은 수도원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

이 은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평생을 하늘나라 가기까지 자기 믿음을 알

찬 결실로 채워가시기 위해 애써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와 함께 어떤 사람이 다가오자 좇아 나

와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니 왕자라고

도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길을 잃어버려 이

곳 종소리를 듣고 찾아왔다고만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곳이 너무 누추해서 있을 만하

냐고 해도 자기 같은 죄인이 장소를 탓할 

이유가 없다고 답할 정도로 겸손해졌습니

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통곡이 

터져나와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

다. 오늘의 형편은 제 탓으로 만들어진 결

과입니다.” 하며 밤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

다. 목사님이 먹을 것을 만들어 좀 드시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저는 그것을 먹을 자

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저는 계속 

낮아져야 합니다. 제 자신을 낮추고 더 낮

추어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

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겁

니다.” 하며 사흘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런 후 목사님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가르침

을 받으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격을 갖추

어 갔습니다. 그동안 왕궁에서는 사라진 사

람으로 인해 많은 걱정 속에 있었는데 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왕궁으로 돌

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17과 같이 이전의 로드리

게스는 지나갔고 보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

에서 신앙인격으로 겸손하며 순종하는 새

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 사람은 아주 조용하고 모든 사람

을 대할 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자기

가 가진 소유를 정리하여 빈민촌에 나눠주

며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겸손과 순종

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교

롭게도 왕위에 올랐던 자가 병이 나서 죽기 

전에 후임자를 세우는데 원로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로드리게스를 뽑았다는 것

입니다.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원로원에서 

모셔다가 왕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

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

시는데, 그런즉 겸손과 순종의 지혜를 배워

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에 이끌리

어 쓰임 받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목적으

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이 요긴하게, 또 높이 붙들어 쓰실 재목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신앙인격을 온전

히 갖추도록 힘써야 합니다.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베드 로전서 5:1- 6

겸손과 순종의 신앙인격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목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전 6시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OX TV 

워싱턴DC.

CTS TV 

기독일보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CBS TV

CTS TV

경북 기독 신문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3면 설교

미 국  신 문  설 교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금요일  오후

2시30분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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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선  교  설  교

해  외  선  교  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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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개혁이나 신

학의 개혁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새롭게 

하면서 세상을 바꾼 사건이었고, 그것은 무

엇보다 종교개혁이 시작한 교육의 개혁을 통

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책 <종교개혁과 교육개혁>은 1부에서 종

교개혁가들의 교육개혁을 학문적으로 연구

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2부에서 위기에 처한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육개혁 방향을 알기 쉽

게 안내하고 있다. 종교개혁 과정에서의 교

육개혁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오

늘날에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루터와 칼빈의 교육개혁과 

교육목회, 그리고 종교개혁기의 교육생태계 

개혁, 코메니우스의 평화교육 등에 대해 살

핀 다음, 오늘날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생명

력 있는 말씀을 회복하는 교육, 만인제사장 

개념을 통한 평신도교육’ 등을 제시했다.

먼저 루터의 교육생태계 개혁에 대해 “그

의 이신칭의 신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하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지만, 믿음

이 중요해진 순간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졌

고, 그와 아울러 믿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신

앙’과 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해지게 됐다”며 

“그의 만인제사장 개념은 계시의 자리를 교

회에서 개인에게로 옮겼고, 이것은 모든 기

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워

야 한다는 교육적 차원의 개혁을 가져왔다”

고 설명했다.

저자는 “그의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서의 

개혁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전적 

개혁이었고, 교육개혁은 그것을 구현하는 통

로들 중의 하나였던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

서 우리는 그의 교육개혁 없이 통전적 개혁

으로서의 종교개혁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

했고, 역으로 그의 종교개혁적 정신 없이 그

의 교육개혁은 개혁의 추동이나 분명한 방향

성도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그의 교육개혁은 가정과 학교, 교

회 전반을 아우르는 통전적 개혁이어야 했

다. 저자는 “단순히 교육 방법이나 내용 같은 

미시적 문제들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왜 가정이 일차적 교육기관이 돼

야 하는지, 학교는 왜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

돼야 하는지, 교회는 왜 교육하는 교회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방향에 대한 개혁이었

다”며 “이 개혁의 정신이야말로 각각의 교육

의 장에서 일어나야 할 교육의 방향을 결정

하는 개혁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저자는 “루터 이전에는 ‘가정’이 기독교교

육의 일차적 장소가 아니었고, ‘학교’ 또한 모

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기관이 아

니었으며,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기보단 예

전이 이뤄지는 장소였다”며 “루터는 하나님

이 자녀를 가정 안으로 주셨고 또한 자녀에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무를 주신 순간, 가

정의 본질이 교육에 있게 됨을 새롭게 천명

했다”고 전했다.

학교와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학교

는 교회의 소속으로서 성직자만을 양성하는 

특수기관이 아니라, 국가 안으로 태어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영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와

야 할 통로로서의 교육기관이 돼야 함을 천

명했다”며 “그의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

는 순간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가 됐으며, 이

전에는 예전으로만 머물렀던 예배가 그 자체

로 회중들에게 말씀을 깨우치는 교육의 통로

가 됐다”고 했다.

저자는 “이처럼 루터의 개혁은 교육의 내

용이나 방법과 같은 미시적 개혁이 아니었

고, 교육이 일어나는 생태계 자체를 개혁함

으로써 교육 전체를 개혁하는 교육개혁이었

다”며 “루터의 교육개혁은 그의 종교개혁 정

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획득된 교육생태계 자

체의 정체성 개혁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의 

교육개혁은 교육생태계 자체의 개혁을 통한 

개혁”이라고 정리했다.

오늘날에의 적용으로는 ‘오직 말씀으로 생

명력 있는 말씀을 회복하는 교육’을 제시한

다. 저자는 ‘생명력 있는 말씀 회복’ 방안으로 

①교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운동(하

나님의 교육 이야기) ②말씀을 육화하는 삶

의 운동(예수님의 교육 이야기) ③말씀이 수

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운동(성령님의 교육 

이야기) 등 3가지를 제안하면서 “도덕적·윤

리적 가르침보다 성경 이야기 자체에, 말씀

의 해석보다는 말씀 자체에, 성품과 엔터테

인먼트보다 성경 이야기에 초점을 두는 가르

침을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이 말씀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평신도교육 개혁에 대해선 “목사

는 평신도를 언제까지나 교회의 보호나 간

섭 아래 있을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여기거나 

혹은 성장하더라도 교회 안의 충실한 일꾼

으로 머물러주기를 원하는 입장, 즉 평신도

를 목회의 수단이나 대상으로만 보는 이해에

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세를 받은 

‘평신도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서로 다른 영

역에서 각자의 목회적 사명을 수행하면서 동

역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며 “예배, 

친교, 봉사, 교육, 선교가 모두 평신도가 세상 

속에서 제사장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

록, 세상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능력을 부여하는 ‘평신도목

회’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쉬운 건, 루터를 계승하여 현대식 대학

교육의 초석을 놓아 ‘현대교육학의 아버지’

로까지 불리는 종교개혁가 필립 멜랑히톤

(Philip Melanchthon)에 대한 내용이 없다

는 점이다.

저자 양금희 교수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리고 루터가 태어난 종교개혁의 본고장 독

일 튀빙겐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전공으

로 박사학위(Dr. Theol.)를 받았다. 이후 영

남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를 역임

하고 현재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임 중이다. 저자는 이 책의 모태가 된 <종

교개혁의 교육사상>을 비롯, <근대 기독교

교육 사상>, <교회학교 진단: 침체와 부흥>,               

<기독교 유아 아동교육> 등을 썼고, <말씀으

로 태교하는 엄마>, <미래세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의 새모

델들> 등을 공저했다.               이대웅 기자 

루터의 교육개혁은 

종교개혁 구현 위한 통로 중 하나

종교개혁과 교육개혁

양금희 | 예영커뮤니케이션

320쪽

신간도서 추천도서

아장아장 나의 첫 기도
엘리나 파스칼리 | 서지연 역 | 64쪽

아이들의 눈높이에

서 표현한 기도문이

다. 부모와 대화하기 

시작한 아이들이, 하

나님과도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

이들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기도문과 함

께 적절한 그림을 배치했다. 부모들은 그

림을 통해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기도하

면서 아이들은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하시

는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다. 부모들도 기도

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 만큼, 

아이들과 이 ‘순수한 기도문’을 함께 읽으

면서 기도생활을 회복하고 신앙적 감수

성을 되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선교전략
김진성 | TnD북스 | 232쪽

저자는 창조 이후부

터 지금까지 하나님

의 선교전략을 ‘흩으

심과 모으심’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성경 시대부

터 16세기 종교개혁

과 20세기 한국전쟁 

등도 이러한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

후 다소 생소한 용어인 ‘엘렝틱스(Elenc-

tics)’를 통한 성경적 선교 방법을 소개하

고, 구체적으로 선교지 목회사역 승계와 

관련해 한국 초기 장로교회의 사례를 살

핀다. 무엇보다 “성경보다 더 좋은 선교

의 기초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 좋은 반쪽이 되는 법
릭 존슨 | 채천석·조미숙 역 | 그리심 | 277쪽

책 제목처럼, ‘성 차

이’를 통해 결혼생

활, 가정 이룸의 해

법을 제시한다. 가정

은 인간이 생산되고 

양육되고 성장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성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

지 못할 때 이혼이 발생하며, 부부 당사

자와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심각한 문제

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릭 존슨이 제시하는 가

정 이룸에 대한 통찰과 제안이다.

양금희  교수의  “종교 개혁과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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