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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안토니오제일장로교회”
PCUSA탈퇴 결의…ECO가입 추진

제1회남가주신학대학교 연합설교페스티벌이 7일 오전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본당에서 열려 신학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다.

건전한 설교문화 정착 위한
제1회 남가주신학대학교‘연합 설교 페스티벌’
개최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서 장차
심사기준은 첫째 전달력과 열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현장에서
정, 둘째 정확한 본문주해, 셋째
헌신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구성(시간엄수(제한 시간
건전한 설교문화를 정착시키
15분)포함), 넷째 삶과 교회 현
고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
장의 적용 등의 항목을 기준으
질을 회복하고자 제1회 남가주
로 각각 25점 만점 기준으로 심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
사됐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별
이 7일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
로 1명의 교수 총 7명의 심사위
진 목사) 본당에서 열렸다.
원으로 구성됐으며, 해당 대학
이 페스티벌은 미주장로회신
참가자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학대학교(이하 미주장신, 총장
제외됐다. 주최 측은 이러한 조
이상명 박사)가 주관하고 그 외
치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함이
국제개혁대학교, 그레이스미션 대상 수상자 박노현(월드미션대학교)이 이 대학 총 라고 설명했다. 각 참가자들은
대학교, 미성대학교, 베데스다 장 송정명 목사로부터 상금 3천불과 상장을 수여받 성경본문 빌립보서 3장 10-16
대학교, 에반겔리아복음대학 으며 기뻐하고 있다.
절을 기준으로 제한 시간 15분
교, 월드미션대학교 등 6개의
동안 각자 설교했다.
화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란
한인 신학교가 공동 주최했다.
전체적인 심사평은 각 참여자들
참가자는 각 대학 대표 1명, 총 다”며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 연 의 진정성 있는 설교 준비를 높이
7명의 신학생들이 참가했다.
합 설교 페스티벌이 건전한 설교 평가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이 페스티벌은 1부는 예배, 2부 문화 정착의 한 통로가 되길 바란 대상: 박노현(월드미션대학교)는 설교페스티벌을 통한 말씀 나 다”고 했다.
상금 3천불과 상장, 설교상: 황원
눔과 축제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페스티벌을 주관한 미주장 일(베데스다대학교)-상금 2천불
1부예배에서 민종기 목사(충현
신 총장 이상명 박사는 “이 페스 과 상장, 주해상: 김경식(국제대
선교교회 담임)는 ‘하나님의 은밀
티벌 준비를 통해 서로 연합하고 학교)-상금 2천불과 상장, 커뮤니
한 지혜’ 주제의 설교를 통해 “시
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 협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또 케이션상: 김영일(미주장로회신
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은밀한 지 한 말없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학대학교)-상금 천불과 상장, 장
혜다. 그리고 그것은 설교를 통해 주신 지역 교계 여러분들께도 감 려상: 김영임(그레이스미션대학
나타나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로 사한다. 이를 계기로 이 지역에 건 교), 서정일(에반겔리아복음대학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 전한 설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 교), 홍락기(미성대학교)-상금 3
는 좋은 설교를 통해 세상을 변 한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영인 기자
백불과 상장.

텍사스에서 교인 수 약 2,200명
규모의 대형교회가 신학적 견해
차이로 교단 탈퇴를 결정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샌안토니오제일장로교회 교인
들은 지난 1일 실시한 투표에서
1,072명 중 87.3%가 미국장로교
(PCUSA)를 탈퇴하는 데 찬성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PCUSA보다
더 보수적 교단인 복음주의언약장
로교회(ECO) 가입을 희망하는 이
들은 85.6%였다.
제일장로교회 관계자는 크리스
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교회
중직들이 ECO에 대해 알아 본 결
과, PCUSA보다 더 신학적으로 우
리와 맞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
혔다. 그는 “과거 우리와 동역했
던 텍사스의 많은 교회들도 최근
ECO에 가입했다”며 “그 가운데는
휴스톤 은혜장로교회, 달라스 하이
랜드파크장로교회, 아마릴로 제일
장로교회 등도 포함돼 있다”고 덧
붙였다.
제일장로교회 서기인 N. A. 스
튜어트 3세는 지난달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교단은 과거

와 달라졌다. 성경적·신앙 고백적
인 정신에서 벗어났다. 약 1년간의
짧지 않은 시간, 기도·논의 등의 과
정을 거쳐, 제일장로교회 중직들은
교단 탈퇴 및 ECO 가입을 위한 교
인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ECO에 대해 “신학적 견해
차이로 우려를 사고 회원 교회들
의 수가 감소하는 PCUSA와 반대
로, 활기차게 성장하는 장로교단”
이라며 “교육·전도·선교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비전을 공
유한다”고 밝혔다.
제일장로교회의 지교회는 현재
PCUSA 미션노회에 소속돼 있다.
미션노회의 노회장인 루벤 P. 아
르멘다리즈 협력장로는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교단 탈퇴
를 고려하고 있는 교회들의 상황
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제일장로교회의 교인 대다
수가 교단 탈퇴 및 ECO 가입을 결
의했으나, 실제로 이를 이행하기까
지는 교회법상 효력여부 등 여러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혜진 기자

“감사한인교회 창립 32주년 감사예배”
임직감사예배도 드려…30명의 직분자 새로 세워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
사)가 창립 32주년을 맞이해 8일 2
명의 장로, 9명의 안수집사, 19명의
권사를 세웠다.
이 교회는 김영길 목사가 1983
년 LA순복음중앙교회라는 이름으
로 개척해 현재는 미국하나님의성
회(AG) 한국총회를 대표하는 교회
로 성장했다.
현재 19개 국에 44곳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으며 남가주 지역에도
코로나감사한인교회, 빅토밸리감
사한인교회, 어바인감사한인교회,
다이아몬드감사한인교회 등 형제

교회를 개척해 섬겨오고 있다.
임직식에서는 서남부지방회 지
용웅 회장, 김선옥 부회장, 강신승
총무, 심상은 증경회장 등이 예배
순서와 안수예식을 맡았고 특별히
한국총회의 임창수 총무도 축사를
전하는 등 교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설교는 이 교단 소속이
아닌 진유철 목사가 맡았다. 나성
순복음교회 담임인 진 목사는 현
재 순복음북미총회 부총회장을 맡
고 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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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대한신학대학 후원의 밤”
미주대한신학대학(재단 이사장
및 초대 총장 류당열 박사) 제3회 후
원의 밤 행사가 14일 저녁 LA한인
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김영배 목사(남가주대신노회 직
전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예배
는 박효우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
협의회 직전회장) 기도, 박상희 원
로목사 설교, 박종대 목사 특별찬양
(트럼펫 연주), 이현주 선교사외 열
리문 찬양 율동팀의 몸찬양 등의 순
으로 이어졌다.
박상희 목사는 ‘주님의 명령’(요
15:16-17)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
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
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주

님과 내가 한 몸이 될 때가 진짜 믿
음의 때다”며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은혜다. 그러므로
현재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의 명령’에 합당한 순종으로 열매맺
는 우리가 되자”고 했다.
1부 마지막 순서로는 특별히 서
영석 장로의 생일을 축하하는 케잌
커팅의 시간이 마련됐다. 한인 신학
도들을 위한 서 장로의 한결같은 후
원에 보답하는 의미라고 류 이사장
은 설명했다.
류당열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제 2부 후원의 밤 순서에서는 후원
약정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과 이미

제3회 미주대한신학대학 후원의 밤에 참석한 후원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후원을 약정한 후원자들을 소개하
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재단의 부
이사장 장숙영 박사(명예총장)와
장도영 박사(포에버21 회장), 스칼
렛 엄(전 LA한인회장), 황규만(시온

임직감사예배를 마친 후 임직자들과 임직예식을 맡았던 목회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감사한인교회 창립32주년 및 임직 감사예배”
[1면으로부터 계속] 한국총회와
순복음북미총회, 두 교단은 1974
년 순복음세계선교회 미주연합회
를 모태로 1982년 2월 하나님의성
회 한국총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
으나 1987년 7월 분리되었다.
1996년 1월 하나님의성회 순복
음 한국총회로 대통합을 이룬 후,
1998년 4월 북미총회가 다시 독립
하게 되고, 하나님의성회 순복음 한
국총회는 2000년 4월 원래 이름인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로 개명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날은 소
속 교단과 상관없이 시종일관 예배
가 은혜롭게 진행됐다.
진유철 목사는 ‘한 사람을 찾으시
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임직자들을 향해 “문제를 말하고 판
단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
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

는 각오를 다지라”고 강조했다.
축사를 전한 임창수 총무도 “하
나님이 주신 기업인 포도원을 지킨
나봇처럼 교회를 지키는 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다.
한편, 감사한인교회에서는 임직
자들에게 임직패가 아닌 임직증서
를 전달하고 식사 대접도 간소화하
는 등 직분자들의 섬김의 자세를 베
어나게 하는 겸손이 돋보였다.
김준형 기자

마켓 사장) 등 이 지역 한인들의 후
원과 손수웅 회장(국가조찬기도회
LA지회) 등의 후원은 눈에 띄었다.
대한신학대학은 신학교육의 발
전과 특별히 한인 2세들의 신학교

육을 위해 꾸준한 후원을 기대하고
있다. 문의는 대한신학대학으로 하
면 된다. 전화: 323-731-9819, 주
소: 2911 W.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57
이영인 기자

조응철 목사(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가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동문교회 부흥집회”개최
동문교회가 조응철 목사(라스베
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 초청 부
흥집회를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둘째 날 부흥회에서 조응철 목사
는 ‘승리의 밤’(사사기 7: 19-23) 주
제로 말씀을 전했다.
조 목사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는 이야기는 교회의 지도력에 관
한 말씀이다. 지난 6년간 동문교회
의 문제는 지도력의 부재”라고 말
문을 열며 “기드온은 나라와 민족
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다. 어려
울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
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신앙 생활

의 승리로 이어진다”면서 “교회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영적 전투를 감
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
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작은 무리라도 하나
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영적 긴장감
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하는 자를 쓰
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300용사
처럼 단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말
씀을 절대 믿고, 불평하지 않고 순
종할 때 기적이 따른다”며 “거룩한
승리의 역사를 쓰는 동문교회가 되
라”고 했다.
이인규 기자

장애인 단체 연합“제29회 사랑의 축제”

예장 합동총회 미주서부노회 제2회 정기노회가 노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한미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예장합동 미주서부노회‘제2회 정기노회’개최
본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
회(총회장 박무용 목사)에 속한 미

주 서부노회가 제2회 정기노회를
3일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

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노회에는
약 60여 명의 노회원들이 참석했
으며 각종 회무를 처리했고 박세
훈, 양종석, 박정수 목사가 신규 가
입했다.

남가주지역 장애인 섬김 단체들이 연합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축제’
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올해 29회째로 매년 8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
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26개 교회와 12개 단체가 함께 행사를 연다.
주제는 ‘SMILE-스마일’(스바냐3:17)로 댄스파티 형식으로 열린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12세 이상의 발달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
가비는 1인당 5달러이며 자원봉사자는 무료다.
*일시: 11월 21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소: 1111 Brookhurst Ave, Anaheim, CA 92801
*문의: 657-400-9570(사랑의 축제 조직위원회)

제 506호

종

합

가을밤 물들이는 주님 향한 일편단심
“팍팍한 이민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한인들에게 작은 안
식과 위로를 선사하
고 싶다는 소망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
다. 많은 한인들이
연주회장에 찾아오
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준비한 저 단장 정윤두 목사
희 노래를 들어 주
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감사 절기를 맞아 목사장로 부부찬양단(단
장 정윤두 목사·지휘 전중재 교수)이 오는 29
일(주일) 오후 7시 LA 한인타운 내 윌셔연합
감리교회(4350 Wilshire Blvd., LA)에서 ‘제8
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하나됨이 중요한 합창음악 속에서 생활의
활력소를 찾는 남녀 40여 명으로 구성된 찬양
단은 음악회를 보름여 앞두고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늘 보좌
로 올려드리기 위해 연습에 열중이다. 전중재
대구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의 지휘와 헬렌
박씨의 반주로 화음과 음정을 담금질하며 막
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교회의 리더를 맡아 이민목회 현장에서 영
혼들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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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장로 부부찬양단
29일 8회 정기연주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목사장로 부부찬양단이 오는 29일 오후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제8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3차례의 스테이지를 통해 절제와 인고의 세
월로 빚어낸 숙성된 음악을 선사한다.
찬양단은 우선 ‘온 세상 위하여’ ‘감사의 기
도’ ‘거룩한 주’ 등의 성가합창을 연주, 청중을
매혹시킨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목마른 사
슴’ ‘내 주의 강가로’ ‘아주 먼 옛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등 전 교수가 손수 편곡한
CCM 모음곡을 열창, 주님 향한 일편단심으
로 떠남을 아쉬워 하는 가을의 밤하늘을 물들
인다. 곡중 솔로는 이순환 목사 등이 맡는다.
마지막 무대의 레퍼터리는 ‘너로 인하여 주께

감사해’ ‘우리는 주의 지체’ ‘주는 반석’ 등의
성가합창들이다.
콘서트에서는 또 부부 단원인 박재웅 목사,
박경숙 사모가 ‘주기도’ ‘하늘의 주’ 등을 임경
해씨의 올갠 반주로 들려준다.
이밖에 서문욱 목사가 지휘하고 송지영씨
가 반주하는 죠이플남성선교합창단이 특별
출연, 다채로움을 더한다.
단장 정윤두 목사는 “지난 1년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이 참 감사하
다. 단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각오

주해홍 목사 초청 “통큰통독” 말씀 잔치 연다

로 열심히 연습했다”며 이번 무료 음악회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했다.
2006년 창단된 목사장로 부부찬양단은 그
동안 목회자 위로의 밤, 이민문학 심포지엄,
광복절 찬양제 등에 초청받아 연주했으며, 목
회자 자녀 장학기금 모금 연주회 등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다.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나성
영락교회 소망관에서 연습하며, 음악을 사랑
하는 신실한 이들의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818-468-8672 (총무 강평근 목사)
김장섭 전문위원

16~18일 OC, 내년 1~5월 LA

오화이오주 주민들
대마초합법화 거부

미주두란노서원은 ‘통큰통독’의 저자인 주
해홍 목사(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대표)를 강
사로 초청,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소중한 말
씀잔치를 펼친다.
첫 행사는 16(월)-18일(수) 사흘간 오전 10
시-오후 9시 30분까지 에스라아카데미(1661
N. Raymond Ave. #265, Anaheim)에서 마라
톤 코스로 계속되는 ‘성경일독학교 집중과
정’. 점심과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 이 코스는
송이꿀 같은 성경을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60명을 모집한다.
숙박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의
인근 모텔을 안내해 준다. 등록비는 120달러.
한 해를 시작하며 새해 결심도 세우는 내
년 초에는 정규 과정을 개설한다. 정식 명칭
은 ‘2016 통큰통독 성경일독학교 LA 5기’. 16
주간 동안 계속되는 이 코스는 화요일 오전반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과 화요일 저녁
반(오후 7시-9시 30분)으로 나뉘어 진행된
다. 장소는 미주두란노서원 세미나실(616 S.
Westmoreland Ave., LA)이다. 등록비는 100
달러이며, 선착순 50명이 참가할 수 있다.

오하이오 주민들은 지난 3일 대마초를 오
락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반대 64 %, 찬성 36%으로 거부했다.
전체 미국인 60%가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을 합법화하고 있는 이른바 '대세' 속에서 오
하이오 주민들이 거부한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오하이오주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 내용에 대마초 재배 '독
점'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이번 발의안에는 오하이오 주헌법에 10
개의 부지에서만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일부 투자
가들에게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지 시민들
의 권리나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한 것이 아
니라는 인식이 오하이오 주민들에게 팽배했
다는 분석이다.
대마초 오락용 사용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
람들은 이번 오하이오 주민투표는 대마초 오
락용 사용 합법화 이면에 '돈'을 벌려는 숨은
동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방증
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연방법은 대마초
재배, 배분, 보유를 불법으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개원예배에서 주해홍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는 모습.

연세대 졸업 후 보스턴대학교 경영학 석사
와 호프대학교 목회학 석사를 받은 주 목사
는 주정부 감사관실에서 25년간 근무하고 은
퇴한 세무 베테랑. ANC온누리교회 사역목사
(성경대학)로 섬기면서 미주장로회신학대학
원 교수로 사역중이다. 장학사업과 구제긍휼
사역에도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한국을 방문해 성경통독 바람을 일으켰다.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그의 책 ‘통큰
통독’은 깊이 있는 내용으로 한국은 물론 해
외 여러 나라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성경

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주 목사는 “지난 9월에 사역원 개원예배를
열고 신자들의 가슴에 성경 사랑의 불이 붙
도록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하나님 나
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구별된 삶이라는 3가지 관점
을 갖고 신구약을 통전적으로 읽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방법론적으로는 줄거리 따
라 읽기와 메시지 잡고 읽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213-235-1068 두란노 세미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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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다민족연합기도대회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다
민족연합기도대회가 열린다.

조이피플교회가 양택호 일본선교사 홈커밍 환영예배를 드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일시: 11월 29일(주일)
*시간: 오후 4시 30분-8시 30분
*장소: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디즈니랜드 옆)
*주소: 800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문의: 323-933-4055
714-336-4378

조이피플교회…양택호(원경) 일본선교사 부부 환영 예배 가져
양택호 일본선교사 홈커밍 환영
예배가 8일 오전 조이피플교회(이
태종, 김성지 목사)에서 열렸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인 조이피플교회는 이
날 교회가 후원하는 양택호 선교사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며 일본 복음
화를 위해 기도했다.
이날 홈커밍 예배는 이태종 목사
가 사회를 맡고 양 선교사가 ‘참예
하는 복음(요4:35-38)’이란 제목으

로 설교했으며 김성지 목사가 감사
인사와 광고를, 그리고 정영삼 목사
(태바선교회 대표)가 축도했다.
한편, 이 교회는 오지 선교지의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기
위해 한 가정당 2개의 선물을 모으
고 있다.
교회 주소는 4321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이며 문의 전화
는 714-494-3009이다.
문소현 기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5후원의 밤
올해로 개교 38주년을 맞이한
미주장신은 다음 세대 이민교회
와 세계 선교현장을 이끌어갈 영
적 리더 배출을 위해 꾸준히 노
력해 왔다. 앞으로도 든든한 신
학교육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
도록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과 후원을 기대하며 2015후원의
밤 행사를 마련한다.
*일시: 11월 16일(월)
*시간: 오후 6시 30분
*장소: 가나안교회
*주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문의: 562-926-1023
*특별순서: 박트리오 공연

과거 아이비유학원이 실시한 재능캠프 참가자들.

“누구에게나 있는 숨겨진 재능, 발견하고 놀라게 돼”
아이비유학원 남가주와 한국에서 재능캠프
아이비유학원이 초중고등학생들
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잠재능력
을 계발하는 재능캠프를 LA, 얼바
인, 토랜스, 앤자에 위치한 수양관
과 한국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 캠프는 참가자의 언어, 시각,
논리, 창의, 신체, 정서적 지능 지수
를 측정하고 그 지능을 계발하기 위
해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 또 두뇌의 힘을 길러 실생활에
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돕는다. 쉘비 권 원장은 “21일간
투자해서 성실하게 참여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마칠 즈음에는 자신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고

설명했다.
10여 년간 대학 입시 및 유학 분
야에서 일해 온 권 원장은 “많은 학
생들이 적성에 맞지 않는 과를 선택
하고 대학에서 전과를 한다. 또 명
문대학을 졸업한 인재들도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
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
면서 “개개인의 재능을 찾고 계발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이 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문의는 전화 949-329-8222, 이
메일 shelby.moon65@gmail.com,
웹사이트 www.MyivyDream.com다.

한국 엘림 장애인선교회 LA선교집회
30여 년을 장애인 사역에 헌신한 한국 엘림 장애인선교회 사무총장 고
창수 목사의 생생한 간증집회가 열린다. 문의는 전화 213-736-6625.
*일시: 11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장소: LA사랑의띠선교교회
*일시: 15일(주일) 오전 11시/장소: 새생명선교교회(글렌데일)
*일시: 22일(주일) 오전 11시/장소: 갈보리선교교회(가든그로브)

GMU초청의 밤
세계 선교비전을 이루는
GMU(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초
청의 밤(오픈 하우스)이 열린다.
*일시: 11월 24일(화)
*시간: 오후 7시
*장소: GMU 예배실
(은혜한인교회 미라클센터)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문의: 714-525-0088
*이메일: admissions@gm.edu

제 506호

예배와 선교, 이민가정 회복 위해
헌신하는 교회 되고파
<인터뷰> 얼바인아름다운교회 이동준 목사
김치찌개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가
던 유학생, 부흥사 故 이천석 목사
로부터 “넌 주의 종이다”란 기도를
받고도 코웃음 치고, 소위 노는 일
이라면 절대 빠지지 않았던 날라리
교인 이동준을 하나님께서 붙드셨
다. 휴스톤으로 유학와 학업을 마
치고 LA에 정착, 여러 사업을 하며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았다. 그
러나 일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음을 체험하게 되면서 결국 주님
손에 붙들렸다. 신학을 공부한 후,
1999년 놀웍에 남가주부흥교회를
개척했고 내친 김에 공부도 더 해
서 ITS에서 조직신학으로 석사 학
위를 취득하고 휴스톤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
“세상 것 다 소용없어요. 다 배설
물처럼 버렸습니다. 목회자는 목회
를 잘해야죠. 전 아직 한참 멀었습
니다.”
이동준 목사가 개척한 이 교회는
2013년 12월 얼바인으로 이전하며
이름을 얼바인아름다운교회로 바
꾸었다. 15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
했지만, 자신의 목회에 대한 평가
는 ‘아직 멀었다’다. 그러나 지금도
매주 놀웍에서 수십 명 성도가 얼바
인까지 1시간씩 차를 타고 내려와,
아예 놀웍과 얼바인을 다니는 교회
버스까지 장만했다고 한다. 지금까
지 교회 건축만 3번을 했고 얼바인
에 새로 건축한 교회에서는 이 지
역 한인 커뮤니티를 섬기기 위해 애
프터스쿨을 운영하고 기독교대안
학교도 곧 시작한다. 이 정도면 ‘아
직 한참 멀었다’는 자평은 좀 지나
쳐 보이기까지 한다.
이동준 목사는 아름다운교회의
사명을 예배, 제자양육, 복음화, 자
녀 교육이라고 요약했다. 그는 “예

얼바인아름다운교회 이동준 담임목사

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고 나
라의 희망”이라면서 “늘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고 했다.
더불어 성도 한 명 한 명을 그리스
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과 그 제자들
이 세상으로 나아가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한
사명이다. 이 교회는 매주 노방전도
를 하고 있으며 공산권 국가 선교에
도 남다른 열심을 내고 있다. 또 얼
바인 지역은 특성상 자녀 교육을 위
해 이민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민가정 내 부모·자녀 간 장벽을 허
물고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
하는 일에도 주안점을 두고 사역한
다. 방춘식, 이경운, 이종섭, 이용구,
손원목 등 5명의 장로들도 이런 비
전에 하나되어 교회를 섬기며 동역
하고 있다.
이 목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
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한 알의 밀알 같은 목회
자와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
니다”라며 인터뷰를 맺었다.
교회 주소: 17702 Cowan Irvine,
CA92614, 전화: 949-250-1111
웹사이트: www.beautifulch.com
김준형 기자

남가주 지역 신천지 집회 경계
한국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대한 경
계를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장 한선희 목사가 요청했다.
한 목사는 신천지에 관해 “최근 이만희를 평화의 사자로 미화하면서
2세들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활발하게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11

크리스천헤럴드 창립
38주년 감사예배 및
TV 개국 콘서트

월 7일 오후 4시에 이만희가 LA 인근 카슨쉐라톤호텔(2 Civic Plaza Dr.
Carson, CA90745) 앞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며, 8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산
타애나에 있는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집회를 한다”고 전했다.

*일시: 11월 14일(토)
*시간: 오후 5시 30분
*장소: 은혜한인교회 대성전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입장료: 무료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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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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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제일주의 신앙
느 헤 미야 8 :1 -12

느헤미야8:1-12
1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
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
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
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
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2
칠월 일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
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매 뭇백성
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매 그 우편에 선 자는 맛디댜와 스마
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
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
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
가랴와 므술람이라 5 학사 에스라가 모
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
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
라 6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
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
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7 예
수아와 바니와 세레뱌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
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
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
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
매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
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
며 울지 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이
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
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
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 레위 사
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하여 이르기
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
심하지 말라 하매 12 모든 백성이 곧 가
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
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
히 앎이니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
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근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하신 모든 피조물을 원대하신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목적을 위해 필요에
따라 관리하시며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나’라는 존재도 해당되어야함을 깨달아
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되어지
는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심을 받은 사
람, 즉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말
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1.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조(亡兆)
로 짙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사는 모
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장
19-20절 말씀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
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
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
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 산채로
톱으로 썰어 토막 내어 죽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이
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
거나 관계회복을 기대하거나 회개할 것
이라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
인하셨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
네살에게 붙여지고 장정이 하루에 삼만
육천 명이 전사해서 기드론 골짜기가 시
체로 메워졌습니다. 또 남은 늙은이들과
부녀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 안
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던 기물까지 다
챙겨 그들로 운반하도록 만들어서 바벨
론 수산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하
나님의 성전은 불태워 버렸습니다. 예루
살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살았기에 이 같은 불행을 겪
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생활
을 마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로귀환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챙겨오게 하시고 불
타버린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게 하셨
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회복을 위해 하나님
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 그
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깨우치
게 하여,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
고 거역하며 배척하여 불행하게 되는 신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세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 중에 회개역사가 있
기는 했지만, 포로생활에 너무 지쳐 있
던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
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계와 주
택, 앞으로의 삶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
직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3차 포로귀환
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위한 외형적 조건은 갖추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 또 다시
외침으로 허물어져 버릴지 불안할 수밖
에 없었습니다.

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
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
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지라”(느 8:8-9) 한 것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선지자들에
의해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
시하고 거역했던 죄 값으로 너무나 혹
독한 환난과 시련, 고통, 그리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던 70년간의 원인을 깨달
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
보다 가장 귀하고 유익한 진리인 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
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
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느 8:6)하였다
고 했습니다.

2. 회개의 눈물
본문의 내용은 7월 초하루, 나팔절로, 오
순절 이후에 있는 절기입니다. 데살로니
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
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했습
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
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
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매 뭇백성
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
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율

3.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
말씀 제일주의 신앙은 곧 예수님 제일
주의 신앙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했습니
다. 말씀이 깊이 깨달아질수록 그 사람
의 영적인 신앙이 생활 속에서 그 만큼
영적체질로 변화되어져 가는 체험을 하
면서 스스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제
일주의 신앙인들로 거듭나셔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하나님이 하늘조
건으로 살리시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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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6호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3)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교부의 협력 사업이 계속되고, 또한

운동의 기수는 길선주 장로였고, 그

가까운 장래에 확대된다면, 한국은

에 대한 이력은 지난 호에 상세히 기

비기독교 국가권에서 처음으로 기독

록했다.(부흥 운동 다시 길선주는 평

교 국가가 될 것이다. 내가 알기로 한

양 장대현교회 장로였다. 그 해 6월

국에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교의

에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결과가 나온 선교지는 없었다.”

같은 해 9월 새로 조직된 독(립)노회
에서 첫 졸업생 6인과 더불어 한국인
첫 목사로 안수됐다. 따라서 부흥운
동 시는 장로였다는 점을 기억해 주
기 바란다.)

모트는 한국 교회가 부흥 열기에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젖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인
들의 숫자와 모든 교인들이 하나같
이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

하기 위해 학교에 모였다. 이때 교수

았다. 그는 한국의 복음화가 눈앞에

이미 불이 붙은 부흥회는 길선주

(선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

와 있음을 확신했고 한국이 피 선교

장로에 의해 더욱 크게 일어났다. 그

사경회를 열었다. 이곳에서도 마찬

국가 중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

의 설교는 많은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지로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을 예견하였다. 그가 와서 보았던 상

길 장로가 설교할 때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새

황은 적어도 그런 생각과 확신을 갖

정익로(鄭益魯) 장로는 다음과 같이

로운 각오로 사역자로 훈련 받았다.

게 할 만큼 무르익어 있었다. 남장로

당시의 정경을 기록하였다.

한 선교사는 “장차 한국교회의 목

교회 선교사 아나벨 니스벳(A. M.

“처음부터 길[선주 목사]의 얼굴

회자가 될 이 사람들은 성신의 불로

Nisbet)도 한국이 이 세대 안에 복음

은 아니었다. 그는 한때 완전 소경이

그들의 죄가 모두 태워져 버림을 체

화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언급한

었고, 당시 시력도 극도로 약화되어

험하였다.”고 술회했다. 일찍이 남장

일이 있다.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위대한

로교회 선교사 레널즈(W. Reynolds)

그러나 사실 모트 이전에 이런 말

권위와 권세로 차 있었다. 그의 얼굴

가 “신학을 수업하고 목사가 되려는

을 한 사람은 만주에서 선교하면서

은 순결과 거룩함으로 불타고 있었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 그

의주 청년들과 더불어 성경을 번역

다. 그는 길 목사가 아니었고 바로 예

는 성령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존 로스(John

수님이었다. 그는 세례 요한에 대해

했는데, 그의 말대로 신학생들이 성

Ross)였다. 그는 대부흥운동이 일어

말하였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

령 체험을 한 것이다.

나기 거의 10여 년 전에 “한국은 동

게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는지를

평양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불길

양의 국가들 중에서 기독교 국가가

말하였다.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하

은 전국으로 펴져 나갔다. 선교사 하

되는 첫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나님께서 부르고 계셨다. 과거에 경

디(W. Hardie), 져다인(J. L. Gerdine),

라고 말한 바 있다.

험해 보지 못했던 무서운 죄악들이

그리고 길선주 장로 등이 전국을 누

이 부흥의 열기는 중국에까지 퍼

우리들 앞에 쏟아져 나왔다. 어떻게

비며 교회가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져 나가 만주 지방에서 일하던 중국

이것을 떨쳐 버릴 수가 있으며, 어떻

부흥사경회를 열었고, 성령의 강한

교회 목사들이 평양에 와서 부흥회

게 도피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의문

역사가 도처에서 일어났다. 길선주

에 참석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은혜

이었다. 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

장로가 서울에서 사경회를 인도하여

를 받아 본국에 돌아가 부흥운동을

야 하는 겁니까?……이 영감이 내리

큰 은혜가 내린 사실을 「장로회사

주도하였다.

는 순간 길 장로는 무리들에게 세례

기」(長老會史記)는 다음과 같이 기

이 부흥의 열기는 심양, 요양, 만

요한과 같은 존재였다. 회개하라고

록했다. “평양교회 길선주 장로가 경

주, 그리고 북경에까지 확대되었다.

외치는 소리는 무리들에게 던져지는

성에 내(來)하야 경기도 도사경회(都

장구한 세월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으

소리였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할 수

査經會)에 성신 도리(道理)를 교수할

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기만 했다. 그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시에 성신의 감동을 받아 각기 죄를

러나 이제 우리 민족이 복음과 부흥

이렇게 떨어진 성령의 불길은 참

자복하고 애통하며 중생의 세례를

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석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태우고 더

밧앗고 열심으로 전도하야 도내 각

놓였다는 것은 실로 가슴 벅찬 하나

욱 확산되었다. 정월에 평양에서 시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라.”

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작된 부흥의 불길은 2월에 각 학교

그래험 리(G. Lee)선교사는 선천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은 실로

가 개학을 하면서 여러 학교로 퍼져

으로, 헌트(W. B. Hunt)는 대구, 스왈

한국교회 부흥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나갔다. 숭실전문과 숭실중학교, 숭

른 (W. L. Swallen)은 전남 광주로 가

사건이라 말해야 한다. 역사에서 ‘만

덕중학교, 광성중학교와 숭의중학교

서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는 힘 있는

일’(if)이란 말을 쓰지 않게 되어 있지

학생 약 2,500명 사이에 급속히 확산

집회를 계속 개최하였다.

만, 만일 이 부흥운동이 없었다면 한

됐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부흥운동이 한창 전개되던 1907

국교회 성장은 크게 지연됐을 것이

도 부흥운동에 동참하여 회개하는

년, 세계 YMCA 총무였으며 후에 세

고, 교회는 여전히 미약한 상태에서

놀라운 광경이 전개됐다.

계기독학생연맹의 의장이었고, 세계

생존을 위한 투쟁에 힘겨워했을 것

학생들은 수업을 중단하고 사경회

에큐메니컬운동의 지도자인 존 모트

이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3년 후 일

에 참석하였으며 3월에는 장로교회

(J.R.Mott)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다.

제의 한반도 강점과 더불어 조선왕

부인 사경회가 12일간 열렸는데, 이

그는 한국 교회를 둘러보고 나서 다

조의 맥이 그치고, 혹독한 일제의 철

때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음과 같이 술회했다.

권통치 시대로 넘어 갔기 때문이다.

모든 참석자들이 성령 체험을 했다.

“근래 내가 극동을 순방하고 나서

이 부흥운동은 이런 박해 기간을 견

4월 초에는 평양 장로회신학교 학

나는 깊은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 만

인(堅忍)할 수 있는 영적 힘을 마련

생들이 3개월 만에 개강하는 수업을

일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

한 전기가 됐다.(계속, 2015.11.)

시한부 인생
뉴질랜드의 Christ Church High
School의 졸업식장에서 학생회장
인 ‘제이크 베일리’가 휠체어를 탄
채 졸업식 송별사를 해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 것
은 베일리는 불과 졸업식을 1주일
남겨 놓고 암 진단과 함께 몇 주밖
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통보를 받
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베일리는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
른 백혈병인 버킷 비호지킨성 림
프종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병상에서 투병 중이던 그는 병원의
만류에도 불과하고 잠시 외출 허가
를 받아 휠체어에 몸을 싣고 동료
학생들이 있는 졸업식장으로 달려
가 휠체어에 탄 채 연단에 올라가
학생회장 자격으로 마지막 연설을
하였다.
그는 송별사에서 “우리는 누구도
살아서 자신의 삶에서 벗어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멋
지고 품위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
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진 기회
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 말하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 삶
을 끝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박 용 덕 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그러므로 ‘더 높은 것을 추구한다’
는 학교 교훈을 늘 명심하며 살자
고 당부했다.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베일
리는 자신이 쓴 원고를 읽어 내려
가다 가끔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끝까지 흔
들리지 않고 연설을 이어갔고, 그의
마지막 연설에 동료 학생들은 우레
와 같은 기립박수로 뜨겁게 호응해
주었다는 것이다.
시한부 인생, 이는 사람들로 하여
금 숙연하게 하는 단어이기도 하지
만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
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Time
Limit) 인생을 사는 자들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은

시한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이 기
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람은 “태어 날 때
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전3:2)
고 하였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
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이 있다”(히9:27)고 하였으며, 예수
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영
생에 이르게 됨”(요6:47)을 말씀하
고 있다.
18세의 나이에도 죽음 앞에서 당
당했던 제이크 베일리의 모습이 보
는 이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
지만,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
던 것은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
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삼생을 살게 된다.
그것은 바로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다. 태생의 삶이 일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듯이, 일생의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우리 역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
야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음
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믿음 안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
하는(딛2:14) 삶을 살아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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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 미래…2세 목회자 육성에 달려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달 말 LA 한인타운 내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대학교에서 ‘건강교회 포럼’을 개
최했다. 늘 그래왔듯이 이 행사에는 소수의 한인들만이 참석해 진한 아쉬움을 남겼으나 풀러신학대학원 이학
준 교수(윤리학)가 ‘한인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열띤 주제발표를 했다. 기독교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 신앙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미국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등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이 교수의 발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목회를 간절하
게 꿈꾸는 목회자들이면 누구나 읽고 깊이 고민해야 할 주옥같은 내용이라고 판단, 요약해 지면에 싣는다.

건강교회 포럼서 이 학 준 교수 주제발표
한인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어 왔다. 1930년대 대공황기 빈
부차 극복운동이나 1960년대 민권운동이 대
표적인 예다. 그런데 처음으로 기독교가 미
국에서 문화적 주도력을 잃고 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동성애 합법화 판결이 그 기점
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1996년의 86%에서
2006년 약 60%, 지금은 약 30%로 급락했다.
한국교회가 급격히 쇠락한 것처럼 미국 교회
도 지난 20년간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우리는 급변하는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운
다. 그들은 대학에 가면서 주류사회로 깊숙이
들어가지만 그 전에도 이미 세속화된 문화의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교회
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는 중대
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민교회는 교
육에 성공하고 있을까. 이는 아이들이 이민교
회를 떠난 뒤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와
그들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미국사회에서 공
헌하고 있는가,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한인교회 등 아시
안 교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미
국 내 기독교의 공동화 현상 속에서 백인들
의 빈자리를 아시안, 특히 한인들이 많이 채
워가고 있다.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지역은 중
국,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
들이다. 그 나라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민 오
고 싶어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한국의 경우
기독교인 비율이 18% 정도지만, 미국 내 한
인들은 약 70% 달한다.
백인교회들이 왜 아시안들의 유입을 원할
까. 자신들의 빈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사람
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아시안들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
신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국 안
에서 기독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시대에 아시안들은 가정 공동체 및 결
혼 중시, 혼인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으려는
성향 등 독특한 강점을 살려야 한다. 그리하
여 우리 자녀들이 가정, 교회, 사회에서 리더
십을 행사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백인
들이 해왔던 중심 역할, 즉 문화 형성자 및 선
도자로서의 기독교인의 역할을 맡게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영성은 좋지만 교회는 싫
다고 말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은 확실
히 다르다. 그들은 자기와 사고방식이 맞는
곳에 가서 봉사하고 헌금한다. 문화적으로 미
국의 탈기독교화가 이뤄지는 지금은 교회가

옛날에 해오던 식으로 해서는 젊은이들을 잡
기 어렵다. 이미 후기기독교 시대를 넘어 바
벨론 포로기에 들어간 셈이다. 믿는 사람들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세월인 것이다. 이
런 상황에서 이민교회가 소수민족 사회 안에
서 갖는 의미는 독특하다. 백인들의 인종차별
(많은 경우 음성적 차별) 속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문화 언어 및 역사 공동체, 사회 정치 및
종교 보호막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그것이다.
이민자들이 거주하면서 숨 쉬는 곳이 교회다.
우리 2세들은 영어를 잘 해도 백인교회를 잘
가지 않는다. 한인교회 내에서 EM(영어사역
부서)를 만들거나 아시안교회로 간다. 백인교
회로 가는 것은 최후의 선택이다. 주류사회에
서 일해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는 데서 스트레스를 푼다.

지난달 말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이학준 교수.

바닥에서 풀뿌리 목회로 수고하신다. 그러나
보람의 열매를 맺으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한인교회가 가는 방향과 이민
자들의 변화 동향을 알아야 한다.
다음 세대들은 한국인, 미국인, 크리스천이
라는 세 가지 아이덴티티가 통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가치의 통일을 이루지 못해 정
신적인 혼란을 겪는다. 한인교회의 경우 유교
적 전통의 뿌리가 깊어 더욱 갈등을 느낀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본인들이 가진 가치
를 상대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미
국이라는 틀 속에서 한인들이 가진 유교가 기
독교에 의해 거듭나야 한다. 한국교회가 저
런 꼴이 된 것은 샤머니즘과 불교를 격퇴하고
나아가려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들에 잡아먹
혀 틀은 기독교인데 속은 기복주의가 되었기

미 기독교 사회적 영향력 급감 와중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녀들 정체성 확립 등 준비시키면 주류 속 중심역할 가능
이민교회는 이같은 인종, 문화적 다이내믹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 아시안의 47%
가 가주에 산다. 모여 살며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까닭이다. 이 힘을 잘 축적하고 발
전시켜 건강한 정체성 속에서 바깥쪽(미국
사회)에 변화를 던져줄 수 있는 공동체적 기
반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것을 잘 살려야 우
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복음주의 기독교
안의 비어가는 자리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문
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민교회의 과제
다. 유대인들처럼 안으로는 끈끈하고 밖으로
는 진취적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 주도면밀하
게 이런 형태의 영성과 신앙을 심고 세워가야
한다. 이민교회는 이제 이민사회의 중심으로
서의 사명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민교회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 일제시
대 독립운동, 독재와의 싸움 등을 통해 이민
사회 역사가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민교회
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가르
치는 교회가 없다는 점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때문이다.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유교적이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 130년만에 바뀌기는 쉽
지 않다. 깊이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한국교회는 겉으로는 우상숭배 하면 안 된다,
점 치면 안 된다 라고 강조해 놓고 속의 정신
은 그것들과 다를 바 없었다. 이민교회도 많
은 결정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에서가 아
니라, 한국적 문화의 습성에서 내려진다. 기
독교 가치관과는 무관한 일들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해 왔다. 한인 이민자의 약 70%가
교회에 나온다는 큰 장점에는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지도자들까지 다 잡아먹힌
다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민교회 내 갈등을 해결하려면 공동의 윤
리적 준거틀이 존재해야 한다. 그 안에서 문
제를 풀어야 한다. 강준만 교수의 말처럼 한
인들은 갑과 을의 관계로 나눠진다. 개혁이
필요하다. 교회가 신앙적 가치관을 통해 그것
을 뒤엎고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 내
면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내부 갈등 때문에

지난달 말 열린 LA기윤실 주최 건강교회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엄청난 시간과 인력, 정신적 에너지가 낭비된
다.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상상력과 창조력,
밖에서 해야 할 사역 등을 삼킨다. 우리는 구
약의 십계명, 신약의 산상수훈 등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룰
(규범)을 공유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공동
체가 생긴다. 우리 안의 싸움이 너무 많다 보
니 밖의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는 교회 지도
자들이 너무 없다. 제가 만나본 많은 목사님
들은 리더로서 안의 조직을 잘 이끌어가고 프
로그램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었다. 하지만
이민교회 주변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
는지를 인식하고 교회가 신앙적 유기체로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이민자의 갈 길을
제시해야겠다는 비전을 가진 분들은 극소수
였다. 목회자들이 단지 성도의 헌금에만 관심
을 갖는 대신에 성도의 비즈니스를 알고 흑
인 및 히스패닉 목사님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써 긴장을 완화시켰다면 LA 인종사태는 나
지 않았을 것이다.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 사회, 문화
의 다이내믹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목회자들은 성도가 같이 나가 싸워야 할 현장
과 그 신학적 대의를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힘을 합해 밖의 문제 해결 노력을 하
다 보면 내부 갈등은 많이 줄어든다.
저는 앞으로 1세 목회자 재교육, 1.5세 및 2
세 사역자 재교육을 힘쓰려고 한다. 현재 100
과로 구성된 교재 중 34과를 집필하고 있다.
50세를 넘긴 1.5세 및 2세들과 공동 작업하고
있다. 그것이 이민교회가 집중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한인교회의 영성은 하나님 만난 경
험 이후에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가 하는 쪽으로 많이 전진하지 못했다. 이민
교회는 광야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해야
한다. 환경에 예민하게 대응하고 구성원의 힘
을 합해야 한다. 확실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
야 한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을 넘어서 입가
나안(가나안에 들어감)을 이룩해야 한다. 그
러기 위해 인재를 키워야 한다. 2세들의 조용
한 한인교회 탈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2세 한인 목회자들
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목사님들은 2세들에
게 맡기면 청소년 신앙교육이 다 잘 될 거라
고 착각하지만 실은 그들도 아시안아메리칸
됨의 의미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 조
직적인 훈련과 멘토링을 받아 성장해야 할 사
람들이다. 그들을 돕지 않으면 지금 한인교회
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훗날 한인교
회와는 관계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정리: 김장섭 전문위원

한국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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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LA사랑의교회

“2015 홀리위크”
北 위해 곳곳에서 기도 … 매일 5백 명 이상 총 3천여 명 참 여
‘70년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7일
통곡기도행진’을 주제로 1주일간 계속된
‘2015 홀리위크’가, 주일이었던 지난 8일
서울 정동제일교회(담임 송기성 목사) 집
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이하 북인련)
이 주최한 ‘2015 홀리위크’는 통일광장기
도연합이 첫날 서울역광장 집회를, 서울
기독청년연합회(대표 최상일 목사, 이하
서기청)가 나머지 6일간의 집회를 각각
주관했다. 강사로는 김형민 목사(대학연
합교회), 안희환 목사(예수비전교회), 다
니엘김 선교사(JGM 대표), 최상훈 목사
(화양감리교회),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
운동), 송기성 목사(정동제일교회), 손인
식 목사(북인련 실무대표) 등이 나서 복
음 통일을 위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들은 ‘내 손으로 하나가 되게 하리라

(겔 37:21-22)’,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슥 4:6-9)’,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
의 회복(신 4:1-14)’,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고후 10:1-8)’,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롬 9:1-3)’, ‘하나
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약 1:26-27)’, ‘평
범에서 비범으로(에 4:14-17)’ 등을 제목
으로 각각 설교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홀리위크는 대형
교회 등의 조직적 동원 없이 나라와 민족
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모
이고 있음에도, 매일 500명 이상씩 연인
원 3천여 명이 참석해 뜨겁게 기도했다.
특히, 이번 홀리위크에는 7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7일기도헌신자’ 70
명이 기도로 헌신했다. 이들은 마지막 날
축복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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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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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장태원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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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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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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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교계 평신도 단체들 … 국가인권위법 개정 방안 등 논의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
임대표 김영진 장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국가조찬기도회 회
장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동성애 합
법화 저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조찬기도회 감경철
회장, 국회조찬기도회 홍문종 회장, 세계
한인교류협력기구(W-KICA)와 한·일기
독의원연맹 김영진 대표, 세계성시화운
동본부 전용태 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성적 지
향’과 관련된 조항, 그리고 16개 광역 교
육청 단위의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교단 총회장들과 선교기관 대표, 평신
도단체 회장 등을 국회로 초청, 관련 현안
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이를 당국에
청원하기로 했다.
김영진 장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차
별금지법안은 교계의 반대로 현재 국회
에서만큼은 관련 입법을 걱정하지 않아

도 되는 상태”라며 “다만 국가인권위법
중 일부 조항과 학생인권조례가 여전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했다.
전용태 총재는 “이것을 앞으로 하나하
나 고쳐가려 한다. 일단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현안을 보고하며 이 문제들도 언
급할 것”이라며 “현재 동성애 및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교계 서명운동이 진
행 중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한 교계의 하
나된 여론을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
협의회’를 상설화해 교계와의 유기적 연
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평신도 선교
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발굴해 지
원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일에도 적극 나
서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조찬기도회 창
설 50주년을 맞은 올해, 이를 기념하기 위
한 비(碑)를 올해 안에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진영 기자

“서울신대, 국내 최초‘설교대학원’개설”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유석성 박사)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2016학년도 대
학원 신입생을 모집하는 가운데, 국내 최
초로 ‘설교대학원’을 개설했다.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설교전문 특수대학원
이기도 하다.
설교대학원은 ‘학문적 설교’보다 목회
현장의 ‘실천적 설교’ 향상에 주력하고,
설교자 개개인의 설교를 진단하여 설교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를 통해 수강생들의 매주일 설교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완성된 설교
문을 제공한다. 서울신대는 교내에 설교
실습실과 함께 개인별로 설교를 촬영하
고 확인할 수 있는 ‘프리칭 랩’ 시설을 구
비하고 있다. 특히, 설교대학원 수업은 절
기 설교, 윤리 설교, 교리 설교 등 다양한

종류의 설교를 위해 성서신학을 비롯해
예배학, 조직신학과 윤리학 등과 설교학
교수진들이 공동으로 강의하거나 토론하
면서 진행하는 수업을 추진 중이다.
교수진은 교파를 초월하여 한국교회
강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들을 초빙
할 계획이다. ‘설교’로 잘 알려진 곽선희
(소망교회 원로)·이동원(지구촌교회 원
로)·김남준(열린교회) 목사 등을 초빙교
수와 대우교수, 석좌교수로 섭외 중이다.
주요 개설과목(예정)은 △명사특강 △
금주의 설교 준비 △설교를 위한 수사 훈
련 △교회 절기와 설교(예배학 교수와 합
동 강의) △16가지 특수설교(교회 현장의
다양성 고려) △설교 개인 클리닉(개인별
설교 진단 및 처방) △현대인을 위한 필수
설교 형식 등이다.
이대웅 기자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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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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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형 담임목사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나성동산교회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서건오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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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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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13) 487-3920

박헌성 담임목사

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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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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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성 담임목사

화요집회 오후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김경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담임목사

산타모니카찬송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죽도록 섬기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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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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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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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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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새하늘 교회

써니사이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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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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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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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예배 오전 9:00

조인수 담임목사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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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열매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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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셔와 윌톤 옆) T.(213)38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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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남가주광염교회

“동성애 합법화 저지 적극 나서자”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나눔과 섬김의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정오12:00
성경공부 오후7:30 (화)

근 변호사(법률담당 고문)

한천영 담임목사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나성열린문교회

장), 감경철 회장, 김영진 대표, 홍문종 회장, 전용태 총재,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경수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LA세계선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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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으로부터 순서대로) 장헌일 목사(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집회 첫날인 2일, 서울역 광장에서 교인들이 촛불을 든 채 찬양하고 있다.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정장수 담임목사

금요기도회 오후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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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장로교회

요한 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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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2부예배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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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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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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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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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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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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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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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1부예배
EM 2부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매일)

오전 9:30
오전 11:30
오후 7:30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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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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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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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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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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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부환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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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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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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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치과

Bryan Kim D.M.D.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General & Cosmetic Dentistry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김범수 치과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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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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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동부,팜스프링스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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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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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선한목자교회

갓스윌연합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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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909)591-6500 sunhan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성민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리차드-베티 오드가드 부부. ⓒ베켓재단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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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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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철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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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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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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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오드가드 부부, 앞으로 기독교 단체 보호 위해 헌신키로

창대교회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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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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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목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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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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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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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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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이호민 담임목사

김영구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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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나선교교회

나눔 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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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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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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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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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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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식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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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가주샬롬교회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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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담임목사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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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보천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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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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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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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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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교인 수 약 170명 규모이다.
라이언 조젠슨 담임목사는 “2년 전 교
회 창립 후 지금까지 장소를 빌려 예배
를 드려왔는데, 이제 우리의 예배 장소
를 갖게 됐다. 오드가드 부부에게 감사
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오드가드 부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
게 가장 큰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
하는 교회로서 알려지길 원한다는 점이
다.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
치면서 우리 공동체에 복이 되길 원한
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오드가드 부부가 결혼
식장 사업을 위해 구입했던 77년 된 교
회 건물은, 다시 원래의 기능대로 쓰이
게 됐다. 베티 여사는 “결혼식장 사업은
우리에게 중요했고, 이 장소는 결혼식에
어울리는 무척 아름다운 장소였지만, 우
리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드가드 부부는 이번 경험에서 영감
을 받아, 기독교적 가르침과 성경적 질
서, 자연의 법칙 등을 가르치는 비영리
단체인 ‘God’s Original Design Ministry’를 설립하고 동성결혼 문제와 관련
해 기독교 단체들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다.
강혜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박성규 담임목사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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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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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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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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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바울 담임목사

동성애자 애니스 파커 시장. ⓒFRC ACTION

휴스턴 주민투표서
‘화장실 혼용 조례’
압도적 부결

토렌스 조은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www.torranceg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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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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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사데나,라크라센타,라캐냐다,글렌데일,밸리,벤추라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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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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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희 담임목사
www.dreamumc.com

드림교회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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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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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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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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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빌1:8)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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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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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아이오와주 그라임스(Grimes)에
소재한 식당 겸 미술관 겸 예식장 ‘괴르
츠 하우스 갤러리(Görtz Haus Gallery)’
의 주인 리처드-베티 오드가드 부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동성결혼식 장소 대여 요
청에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약 2년 만인
지난 8월 사업을 완전히 접었다. 이 동성
커플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이오와 시
민인권국(lowa Civil Rights Commission)을 통해 오드가드 부부를 차별금지
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5,000 달
러의 벌금을 물게 했다.
지역 언론이 이번 사건을 보도한 후
다른 커플들도 잇따라 예약을 취소하면
서, 이 결혼식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오
드가드 부부는 결혼식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더 많은 불만과 소송에 시달릴 것
을 우려해 문을 닫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결과적
으로 좋은 기회가 됐다. 두 사람은 이 결
혼식장 건물을 ‘하베스트바이블펠로우
십’이라는 교회 네크워크에 소속된 하베
스트바이블교회(초교파)에 팔았다. 이
교회는 두 사람이 지난 9개월 동안 출석
하던 곳이었다.
베티 여사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
서 “더 이상 갤러리를 운영할 수 없다면,
교회는 그 다음으로 최고의 선택이다.

둘로스교회

대흥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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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혼 거부로 문닫은 결혼식장
교회로 거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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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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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안에교회

최 혁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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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hrist Community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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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휠로우쉽홀)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12:00 (본당)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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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주 휴스톤시가 추진해 온 화장
실 혼용 조례가 시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속에 부결됐다.
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휴스톤
시에서 실시된 ‘휴스톤 평등 인권 조례
안’ 투표는 반대(61%)가 찬성(39%)을 압
도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조만간
폐기될 전망이다.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지사는 이번 결
과에 대해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 아
내와 여동생, 딸과 손녀를 지키는 것”이
라면서 “옳지 않은 정치적 정당성(차별
적인 언어나 행동을 지양하는 것)을 휴
스톤시민이 끝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동성애자인 애니스 파커 시장은 지난
해 5월 인종·피부색·국적·나이·종교·성
정체성에 따라 주택 계약·고용·공공시
설 이용에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이
를 반대할 경우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
을 밀어붙였다. 평등권 조례 중 동성애자
권리 조례는 공공시설 및 직장에서의 차
별을 금지하고 있는 휴스톤시 법령 2장
15조와 17조를 개정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안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 등
성 구분이 있는 공중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남성이라도 자신을 여성이라
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논란이 일었지만, 휴스톤시의회
는 지난 2014년 5월 찬성 11, 반대 6으로
이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과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법안 폐기
를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탄원운동
이 일었다.
이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탄원서 서명자 수 1만 7,269명의 2배가
넘는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휴스톤시는
이를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게다가 탄원운동을 이끈 목회자들은
설교 뿐만 아니라 교인들과의 대화 내용
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동성애나 성 정체성, 또는 동성애자 파커
시장에 관련된 발언 등이 대상이었다.
휴스톤시는 더 나아가 ‘휴스톤 5인 목
회자’로 알려진 보수적인 목회자들에 대
해 소환장까지 발부해 다시 한 번 논란
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전 해리스 카운티 공화당
최고위원인 자레드 우드필(Jared Woodfill) 등이 이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
고, 텍사스주 법원은 휴스톤시에 대해 오
는 24일까지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11
월 3일 주민투표에 부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파커 시장이 조례 폐지를 거부함
에 따라 11월 3일 운명의 주민투표가 실
시됐던 것이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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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얼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NEXT 사랑의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NEXT Sa-Rang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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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nextsarang.com

아프리카 UMC목회자들“성경적 결혼 지지”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UBM교회

감사한인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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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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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 내 친동성애 행보에 ‘깊은 슬픔’표명
아프리카의 연합감리회(UMC) 목회
자들이 교단 내 모든 목회자들에게 “결
혼과 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붙들
자”고 촉구했다.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
면, 이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주날루스
카 호수에서 주교회의 가을 수련회를 열
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신앙의 최고 권위이며
기독교인의 삶의 원칙이 되는 성경과 교
단의 권징조례가, 기독교인들의 예배와
행실에 있어서 수용되어야 할 아무런 성
경적 근거가 없는 사회적·문화적 원칙
에 호의적인 자세를 가진 일부 감리교인
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무시당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
다”고 했다.
UMC는 “결혼은 한 남성과 여성의 결
합”이라는 정의를 지지하며, 동성 성행
위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성 성
행위는 기독교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입
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동성결혼 주례를 맡거나 전통

결혼 지지자를 징계하는 등 친동성애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창세기 2장 24-25
절과 시편 127편 3-5절을 인용해 “우리
는 ‘하나님께서 결혼이 한 남성과 한 여
성 간에 이뤄지도록 하셨고, 자녀의 출
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성경
의 가르침을 인정한다”며 “성경은 성적
인 관계에 대해 동성이나 일부다처가 아
닌, 일부일처 이성 간의 결혼을 통한 신
실한 언약적 결합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
정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독교인의 결혼 언약은 하
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일생을 통해 나누는
친밀감을 통해 표현된다”며 “이러한 맥
락에서 우리는 간음·간통·성 상품화·성
노예·성 남용·일부다처제 등 모든 형태
의 성적 착취에 대해 비난한다”고 했다.
한편, 아프리카 목회자들은 지난 9월
짐바브웨에서 이 성명서에 서명했었다.
피터 박 기자

릭 워렌과 프랜시스 챈
‘미전도종족’
위해 손잡다

릭 워렌 목사. ⓒ새들백교회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
와 코너스
톤교회 프
랜시스 챈
목사가 12
월 2~4일
3,000여
미전도종
족을 위한
전도 콘퍼

런스를 연다.
워렌 목사는 페이스북에 “’H’Initiative
for Daring Faith’의 일환으로 우리는 약
3,000여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성경도,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없
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프랜시스 챈, 폴 에슐맨, 기타 등등 (나를
포함한!) 유명 강사들의 강연에 초청하
고 있다”며 “이들은 교회가 3가지 P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 중 하
나는 사람들(People group)이고, 또 하
나는 협력자(Partners: 카운티 내의 교
회나 전도단체), 또 다른 하나는 10년 안

에 그들에게 닿기 위한 계획(Plan)”이라
고 했다.
‘임무 완성’(Finishing the Task) 이름
을 가진 전도여행 웹사이트에는 “예수
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으라는 사명을 주셨다. 우리는 마지막에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그의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방식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
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임무를 끝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지역 교회들이 입양한 종족들 내에
고유한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통해 성취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약 3,226개의 미
전도종족이 있다. 이들은 복음을 한 번
도 접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도 없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교회 목회자 중
한 명인 워렌 목사는 과거에도 다양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협력해 왔다.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챈 목
사 역시 많은 강연을 통해 기독교인들
이 적극적인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
조해 왔다.
강혜진 기자

이라크, 출생신고 시
이슬람 강제하는 법안 추진
부모가 개종했더라도 자녀 종교는‘이슬람’
으로 기재하게 해
부모가 개종했더라도 자녀의 출생신
고 시 종교를 무조건 이슬람으로 기록
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라크에서 추진되
고 있다. 이는 기독교를 소멸시키려는
의도다.
크리스천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
면, 이라크 쿠르디스탄 도훅 지역의 가
톨릭 주교인 라반 알 카스는 “이 개정안
은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소수종교인들
을 차별하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라크에서는 출생 시 무슬림이었다
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배교로
간주되어 매우 어려우며, 이슬람 법에

따라 심각한 범죄로 여겨진다. 그리고
개종 시에는 주변인들에 의해 심각한 위
협과 모욕을 당하게 된다.
앞서 기독교인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
사에 반해 자동적으로 무슬림이 된 이들
을 보호하기 위해, “18세가 되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었다. 당시 표결에서
137명이 반대, 51명이 찬성했다.
알-카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무
슬림들은 이라크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라면서 “많은 소
수종교인들이 집단 학살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자유도 없고 존중받지도 못하고
임정미 기자
있다”고 우려했다.

오병익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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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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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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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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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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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안창훈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김일권 담임목사

EM주일 오전11:30
주일예배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다감사교회

늘푸른선교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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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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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이 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디사이플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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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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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요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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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교회

베델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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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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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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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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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준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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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얼바인온누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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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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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믿음교회

박경호 담임목사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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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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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11:5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공동체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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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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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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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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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귀암 담임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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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엄영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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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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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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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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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담임목사

놀웍한인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남가주 벧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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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

11 Musick l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앤드류
(2부) 1:3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음날) 7: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토요청년예배 7:00pm

아프리카 UMC 목회자들. ⓒUMC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김일영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조원재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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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선교 인물사(5)

윌리암 C 타운젠드(1896 - 1982)
개신교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인물들을 현대 선교의 역사적 관점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오
늘날의 선교전략 연구 및 실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자료는 양태철 목사(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제공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윌리암 C 타운젠드
(William Cameron Townsend)

타운젠드(Townsend)는
‘감추
어진 언어 그룹’(hidden linguistic
group)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
경을 번역하여 복음을 전해야 함
을 강조하였다. 동시대의 맥가브란
(Donald A. McGavran, 1897-1990)
은 ‘감추어진 부족 그룹’(hidden
people group)에의 복음 전도를 강
조하였다. 랄프 윈터(Ralph D Winter, 1924-2009)는 이 두 사람의 개
념을 정리하여,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복음주의 선교
대회에서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 Group) 선교운동을 강조하
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契機)로 미
전도 종족 선교에 불이 붙게 되었으
며, 1989년부터의 '10/40 창문 기도
운동'을 통하여 확산되었다.
타운젠드(Townsend)는 1917년,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과테말라
에 스페인어 성경을 보급하는 단기
선교를 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산악 부족인 중의 하나인 칵
치켈 마야(Kaqchikel Maya) 인디
언 할아버지에게 성경을 보급하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통역을 통
하여 타운젠드(Townsend)에게 말
하길, “이보게 젊은이, 자네가 전하
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우리 칵치켈 (Kaqchikel) 인디언
언어로 된 성경을 주시지 않는가?”
라는 말에 큰 충격(衝擊)을 받게 되
었다. 그리하여, 그는 12년 간 칵치
켈(Kaqchikel) 언어로 신약 번역을
위하여 헌신(獻身)하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타운젠드
(Townsend)는 1936년에 성경 번
역 선교사의 훈련을 위한 SIL(The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를 설립하고, 이어서 1942년에 위
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WBT,

Wycliffe Bible Translators)를 설립
하였다.
여름 언어학 연구소(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는 성
경 번역 선교사들에게 성경 번역에
필요한 언어학 훈련, 문화인류학,
문맹퇴치, 컴퓨터, 번역, 영적성장
기본기의 훈련을 1-2년 한다.
또한, 이러한 사역을 기술적으로
돕기 위하여, 그는 1948년에 JAARS
(Jungle Aviation And Radio Stations)을 설립하였으며, 2012년에
JAARS는 항공 외에도 지상 교통수
단, 수상 교통수단, IT 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미디어 기
술을 통한 성경번역 사역을 돕게 되
었다.
이러한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
교회(WBT)는 2011년에 선교회의
명칭을 Wycliffe Global Alliance
(WGA)로 변경하여, 60개 국, 120
개 이상의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미
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성경번역과
문맹퇴치 및 교육사역 등을 6,500
여 명 이상의 선교사가 감당하고
있다.
필자는 1999년 말, 호주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WBTA, Wycliffe

“기술과 미디어 활용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 선교 세미나서 해외 전문가들 강연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회장 강
요한 선교사)가 주관하는 ‘미디
어&IT 선교 세미나’가 10월 31일
서울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강
당에서 ‘복음에 날개를 달다’를 주
제로 열렸다. 이 세미나는 11월 5일
까지 서울과 평택, 상주, 포항에서
계속됐다.
이번 세미나는 복음을 보다 효과
적으로 전하기 위해 최신의 미디어
와 IT 기술 등을 사용하는 방법과
의미 등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첫날이었던 이날, 스마트폰
앱 개발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
용해 복음 미디어 배포 사역을 하
고 있는 스티브 비셀(Steve Bissell,
Kolo그룹 대표)과 CCC 미디어 전략
팀 및 ‘예수 영화’ 프로젝트팀 전임
사역자인 니퍼 심스(Nifer Sims)가
강사로 나서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
을 역설했다.
먼저 비셀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언어”라며 “언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 세계에는 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있다. 따
라서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
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
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
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을 제
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내리셨지
만 이 명령을 접한 제자들은 ‘땅끝
까지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
각했을지 모른다”고 했다.
비셀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
자 이어 강단에 오른 심스는 “복음
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 언어
외에도 많은 장벽들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방법이 있다. 바로 기술이
다. 우리는 현대의 기술을 통해 이
러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언
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스는 세계적인 IT기
업인 ‘구글’이 지구상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광케이
블을 연결할 수 없는 지역에 그 대
신 거대한 풍선을 띄우는 프로젝트
를 소개하며, “구글은 전 세계 모든
이에게 인터넷을 제공하기를 원하
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원한
다.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심스는 “이처럼 최신의 기술은 많
은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바울 사
도 역시 당시 로마가 닦아 놓은 길
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 과거 인쇄
술을 비롯해 라디오, TV 등의 발명
도 복음 전파에 효과적으로 활용됐
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바울 사도가 혁신적이었고 도전적
이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영화는 복음의 훌륭한
전달 도구가 될 수 있다. 어느 부족
은 그들의 언어로 된 ‘예수 영화’를
처음 접한 뒤, 그 자리에서 약 2시
간 동안 시청했다”며 “이렇게 자신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를 창설한 윌리암 C 타운젠드.

Bible Translators in Australia)에
서 객원 선교사(Guest Helper)로
서 6개월 간 , 호주 내의 아시안 교
회들을 대상으로 선교동원과 선교
협력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것
을 배우게 되었다. 특별히 타운젠
드(Townsend)가 강조하였던, “가
장 훌륭한 선교사는 원주민의 언어
로 쓰인 성경이다. 성경은 안식년도
필요 없고, 외국인이라 배척받을 일
도 없고, 은퇴도 없고, 사망도 없다.”
라고 말한 점은 미전도 종족 선교에
있어 중요하고, 효과적인 선교이자,
선교전략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약 72억 1천만 명 이상
의 인구가 6,909개의 언어를 사용하
고 있는 가운데, 신.구약이 완전히
번역된 언어는 531개, 신약만 번역
된 언어는 1,329개, 부분적으로 번
역된 언어는 1,023개가 된다고 한다
(2014년 WGA 통계). 미전도 종족
선교에 있어서 성경 번역은 가장 핵
심적인 선교이자, 선교전략으로 볼

수 있다. 문자 혹은 구두(orality)로
된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사
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했던 타운젠
드(Townsend)의 비전과 꿈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품고, 행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주
님의 재림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롬 11:25-28), 이방인의 충만 수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오직 성부 하나님의 때(마 24:36)가
되므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선교
가 필요한 것이다. 아멘!

의 언어로 된 미디어는 복음 전달에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가 누군가에
게 복음을 전할 때 깊은 대화로 바
로 들어가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영상 등 미디어를 활용하면 보다 쉬
울 수 있다”고 했다.
심스는 “바울 사도는 ‘듣지도 못
했고 믿지도 않는 이를 어떻게 믿
고 부를 수 있느냐’(롬 10:14)고 말
하며 ‘전파하는 자’의 중요성을 언
급했다. 또 예수님은 ‘복음이 온 세
상에 전파되면 그 때 끝이 온다’(마

24:14)고 하셨다”며 “이는 단지 소
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
신 약속이다. 우리가 기술과 미디어
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알
고 그를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셀과 심스 외에도 칼빈
과 캐롤 콘키 부부(Create International 디렉터)와 강요엘 씨(인터콥
IT사역 총무)가 이번 세미나 강사로
참여했다.
김진영 기자

'미디어&IT선교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양태철 목사
GMI(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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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루터와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지난 주 종교개혁 주간을 맞
아 루터와 칼빈을 위시한 개혁
교회는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
았다.
이 문제에 대해 기독교인들
이 보다 쉽게 루터와 칼빈의 신
학적 차이를 이해하도록 설명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칭의란“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
한 문제이고, 성화란 “하나님
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그에 합당한 삶
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문
제이다.
칭의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
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의 은혜와 연관되는 반면, 성화
는 성령을 통한 인격과 삶의 변
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빈은 이 칭의와 성화를 어떻
게 이해했을까?

2. 칼빈: 성화의 신학자

학위를 받았다.

의와 성화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루터와 달리 칼빈 신학은 성화를

칼빈의 아버지는 본래 칼빈이 신

강조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부가 되기를 원했지만, 마음이 바뀌

루터가 강조하듯이 인간의 노력

여김을 받은 인간이 이제 그 은혜에

어 칼빈이 법학을 전공하기를 간절

이나 선행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즉 성화에 강

히 원했다.

의 은혜만으로 인간은 의롭다 여김

조점이 있다.
루터의 신학에 있어 성화는 칭의
의 결과인 반면, 칼빈의 신학에 있어

정 진 오 목사

서 성화는 칭의와 서로 동등한 중요

시온루터교회 한인담당

이후 칼빈은 아버지의 권유를 받

을 받을 수 있다. 성화에 대해서도

아들여 오를레안(Orlean) 대학에서

마찬가지이다. 칼빈이 지적하듯이,

법학을 배우게 되었다.

성화 또한 칭의 못지 않게 기독교인

루터와 칼빈의 이러한 다른 신학

성을 갖는다.

적 배경은 칭의와 성화에 대한 둘의

칭의와 성화는 필요 충분 조건으

점을 알아야 한다.

이해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의 삶에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성화 또한 인간의 노력이나 책임이

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

은 선한 행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

신학을 전공하고 사제 서품을 받

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다. 이

라, 믿음의 중심성을 강조한다고 변

아 신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루터는

때문에 칼빈은‘하나님의 영광’을 많

론한다.

중세 후기 교회와 교황의 타락을 목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 스콜라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

격한다. 더구나 ‘하나님도 자신의 최

신학이 구원에 있어 선행, 행함을 강

한 내용은 별도 도표를 참조하기 바

선을 다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다’

조하다가 타락했으니, 이것을 극복

란다.

는 중세 후기 스콜라 신학의 문제점

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을 발견한다. 그리고 바울과 어거스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경 말씀으
로만!’을 강조했다.

이 강조한다.
성화를 강조한 칼빈 신학의 특징
은 그의 저서에서도 잘 나타난다. 칼
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화’를 ‘칭
의’보다 앞서(구원론 제일 서두에)

4. 루터와 칼빈이 칭의와 성화를

틴을 따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논의한다는 점이다. 칼빈은 그 이유

이해하는데 있어 이렇게 강조점이

은혜를 강조하며 칭의에 더 강조점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을 둔다.

“…화해와 새로운 삶(성화)을 동
시에 다루는 이유는 … 삶의 성화,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는 두 사람
의 학문적 여정과 관계가 있다.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
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루터가 이렇게 말할 때는 아무 일
도 안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반면에 철학과 법학을 전공한 칼

다는 말이 아니다. 진실로 믿는 사

빈은 인간의 삶과 연관된 성화의 부

람은, 진실된 믿음은 인간이 상상도

된 거룩함이 의의 전가(칭의)와 분

루터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 출

분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칼빈

못하는 사랑과 선행이 우러나오도

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Institutes

신으로 루터가 법대에 진학해 법률

이 제네바를 신정도시로 만들려고

록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이

of the Christian Religion, 3.3.1).

가가 되기를 원했다.

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신학적 배경

성과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서 출발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칭의의 주제는 좀더 가볍게 다

그러나 1505년 7월 2일 고향집에

루어진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행

서 에어푸르트로 돌아오는 길에 스

루터와 칼빈의 이러한 차이를 한

을 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토테른 하임(Stottemheim) 근처 마

국적 정서로 표현해 보면, 루터는 언

루터는 칭의 교리야 말로 교회가

즉,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해하는 편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

을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뢰를

제나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죄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라고 부를만

깨달은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

만났다.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를 경

인이고 불효자라고 눈물을 흘리는

큼 중요하게 다루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점을 언제

ligion, 3:11:1).

험한 루터는 땅에 엎드려 “수도사가

반면, 칼빈은 지금껏 키워주신 부모

반면에 칼빈은 “믿음이 선행을 가

되겠다”고 기도했다.

님의 은혜에 이제 보답하기 위해, 그

져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

편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성화를

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하게 다룬다.

1. 루터: 칭의의 신학자
먼저 루터 신학은 언제나 칭의에
강조점이 있다.

나 강조한다. 루터에게 있어칭의와
성화는 서로 동등한 것이 아니라, 언

3. 루터란 학자들과 개혁교회 학자

제나 강조점은 칭의론에 있다. 그리

들 간의 논쟁점

이후 루터는 사제서품을 받고, 신
학을 계속 공부한 후 신학 박사학위

것이다.

루터란 학자들과 칼빈을 위시한

를 받았다. 그 후 비텐베르크 대학에

개혁교회 학자들 사이에서는 칭의

서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를 시작

5. 칭의와 성화에 대한 올바른 이

조점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논란이

루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

를 강조하는 루터와 성화를 강조하

으로 30년 이상 신학을 가르치는 일

해는 무엇일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칭의와 성화

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

는 칼빈의 이러한 신학적 강조점의

에 몰두하였다.

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결과로서 거룩

차이로 인한 오랜 논쟁이 있어왔다.

반면에 칼빈은 사회적 지위와 부

루터와 칼빈 중 누가 신학적으로 맞

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루터란 학자들은 칼빈이 성화를 강

를 가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강조점

칭의와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야

언제나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

칼빈은 몬테그(Montaigue) 대학에

을 어디 두느냐의 차이다. 칭의와 성

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잊지

결과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키고,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했다고

서 철학을 4년간 전공하고 문학사

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칭

말자.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

비판한다.

고 성화는 칭의의 자연스러운 결과
로 본다.

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루터와 칼빈의 이러한 신학적 강

칭의와 성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반면에 칼빈을 위시한 개혁교회

이 점은 루터가 소교리 문답서에

학자들은 루터가 칭의론을 지나치

서 십계명에 대해 설명할 때 잘 드

게 강조한 나머지 거룩한 삶을 살게

러난다. 루터는 십계명의 각 계명에

하는 성화, 즉 인간의 책임성을 약화

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

시켰다고 비판한다.

랑할 때 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

여기에 더해, 개혁교회 학자들은

음을 말한다. 언제나 칭의를 강조하

루터가 오직 믿음만을 강조함으로

는 루터 신학의 이러한 특징을 잘

써 기독교인의 선한 행실을 약화시

알려진 대로 ‘십자가의 신학’ 이라

켰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고 부른다.

루터란 학자들은 루터의 오직 믿음

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
요한가를 알려준다.

루터와 칼빈 비교
루터

칼빈

신학적 출발점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칭의와 성화의 관계

칭의 > 성화

칭의 <-> 성화

신학적 강조점

십자가 신학

하나님의 영광

약점

인간의 책임성 약화

하나님의 은혜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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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추천
동화의 숲에서 절대자를 만나다

사람과 사람

다윗은 내 친구 시리즈(6권)

허 영

강동완 박정란 | 너나드리 | 544쪽

미야타 미츠오 | 홍성사| 264쪽

레베카 드영 | 두란노 | 272쪽

국내 최초 북한 주
민 100명 면접 설
문 결과를 펴낸 책
이다. 크리스천 북
한 전문가 부부가
쓴 통일 이야기이
다. 무엇보다 우리
가 잘 모르는 북한
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 전해 주는 책
이다. 부제는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
을 만나다’. 저자들은 5개월간 북·중 국
경에서 북한 사람 100명을 만나 들은 진
솔한 이야기들을 책에 담았다. 탈북민이
아닌 북한 주민들 대상 설문조사.

국내 첫 소개된 <탕
자의 정신사>로 시
공간과 분야를 망라
한 ‘탕자의 비유’ 해
석 솜씨를 보여 준
저자의 책 <동화의
숲에서 절대자를 만
나다>는, ‘모든 이야
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동화(童話·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 여러 편을 심리학 등을 동원해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특히 상징적인
말로 전개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동
화를 ‘신앙 세계에 대한 비유’로 본다.

인정받으려는 욕망
이 빚은 거짓 영광
이 우리 안에 도사
리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속에 또아리
고 있는 이러한 헛
된 욕망인 허영을
집중 조명하며, 허
영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여 어떠한 영
적 작용을 하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말
해 준다. 특히 사막 교부들로부터 중세
에 이르기까지 허영의 영적 문제로 고
뇌했던 이들이 어떻게 이를 해결하려
했는지 그 여정을 보여준다.

어린이들에게 들려
주는 다윗의 어린
시절 이야기. 다윗
은 내 친구 시리즈
는 총 6권(① 다윗
은 용감한 양치기였
어요 ② 다윗은 왕
이 될 거예요 ③ 다
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④ 다윗과 요
나단은 좋은 친구예요 ⑤ 다윗을 사울
왕이 질투했어요 ⑥ 다윗이 예수님을
기다려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페
이지 하단에 적힌 영문을 통해 자연스
럽게 영어 학습도 할 수 있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박순용 | 생명의말씀사 | 192쪽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 워필드의
‘칼빈 연구서’
모든 일에 실천적이었던 한 이상주의자의 사역
“종교개혁은 기독교가 전해진 이
래 인간 정신이 이루어낸 가장 위대
한 사상적 혁명이었다.”
<칼뱅>은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
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와 함
께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라고 불
린 벤자민 B. 워필드(Benjamin B.
Warfield, 1851-1921)가 쓴 칼빈 연
구서다.
워필드는 종교개혁을 위와 같이
간명하게 정의하면서, 칼빈에 대해
“종교개혁 운동의 적극적 지침을 제
대로 진술한 첫 책인 <기독교 강요>
외에도 성경 주석을 저술해 개신교
신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칼
빈은 제네바를 개혁하면서 전 세계
에 영향력을 끼친, 오늘날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힘을 심었
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칼빈이 개혁가로서 일궈
낸 사역의 특성을 “모든 일에 있어
서 실천적인 사람이 된 한 이상주의
자의 사역”이라고 정리한다. 칼빈은
이 외에도 “종교개혁을 구한, 더 제
대로 표현하자면 유럽을 구한 도덕
점 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도덕적
힘이 그렇게 승리하는 경우를 또다
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
를 여러 사람들에게서 받았다.
1부 ‘장 칼뱅, 그의 생애와 작품’
에는 칼빈이 했던 사역들과 그에 대
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실려
있다. 이후 <기독교 강요>를 토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2부)’, ‘하나님

칼뱅
벤자민 B. 워필드
새물결플러스 | 410쪽

(3부)’, ‘삼위일체(4부)’ 등을 다루는
칼빈의 교리를 살피고, 칼빈주의 거
장답게 5부에서 ‘칼뱅주의’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워필드는 ‘칼뱅주의의 근본 원칙’
에 대해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깊
이 이해하는 것과 이것에 필연적으
로 수반되는 것, 곧 죄에 물든 피조
물과 하나님의 관계에 나타나는 본
성을 깨닫는 것”이라며 유신론, 경
건한 교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
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등을
꼽고 있다.
“칼뱅주의자는 자신의 모든 생각
과 감정과 의지에서, 즉 자신의 개
인적·사회적·종교적 모든 관계 속
에서, 그리고 지적·도덕적·영적 삶
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전적으로 하
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기로
결정하는 사람이다. 칼뱅주의자는
다른 어떤 것에 이끌리어 그런 진

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생각과 삶을 주관하는 칼뱅주의
의 원칙이라는 진술이 가진 엄격한
논리적 힘에 의해 그런 진술을 받
아들인다.”
마지막으로 워필드는 “미래의 기
독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칼뱅주
의의 성쇠에 달려 있다고 주장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칼뱅주의가 해
석한 교리 체계만이 세상의 모든 질
서가 은혜의 교리와 합리적인 조화
를 이루도록 하는 체계”라고 정리
한다. 부록에서 ‘신학자 칼뱅과 오
늘날의 칼뱅주의’라는 제목의 강연
3편을 소개한다. 부제 ‘하나님, 성경,
삼위일체, 교리 해설’.
이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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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출신 목회자가 체험한 성령 박성규 목사 출판 감사예배
“말씀이 불이되어”
“능력, 말씀, 믿음…”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성령의 터치하심> 출간
“내 영혼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폭풍우와 같
은 시련이 닥쳐와도 이제는 여유로
운 마음으로 성령과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30여
년 사역의 길에서 하나님께 받은 큰
상급이다.”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가
삶 속에서 깨달은 성령의 역사를 기
록한 책 <성령의 터치하심>을 펴냈
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청년이었지
만, 절망과 분노에 가득차 있던 20
대의 진유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
라 흉내라도 내보자는 심정으로 기
도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성령의 터
치를 체험했다.
그리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파라과이를 향해 가면서 “이
제 내가 가면 남미는 복음으로 뒤
집어진다”고 장담했지만 그를 기
다린 것은 척박한 선교 환경과 가
난, 질병 등 시련으로 가득했다. 밥
먹을 돈도 없어서 금식을 밥 먹듯
한 그에겐 금식대장이란 별명이 따
라 다녔고 신혼집은 교회 화장실 옆
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 고작이었
다. 고된 사역으로 심각한 폐병까
지 앓았다. 그러나 그는 “이런 연약
함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신 분도, 지침 없이 사명을 감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성령의 터치하심
도서출판 바울
진유철 | 328쪽

당하게 해 주신 분도, 크고 작은 문
제들에 대해 답을 주셨던 멘토도 오
직 성령뿐이었다”고 간증한다.
이 책에서 뭔가 산신령이라도 튀
어나올 것 같은 신비한 체험을 기대
한다면 당장 첫 장부터 실망할 것이
다. 저자는 책에 수록된 23편의 글
에서 오히려 냉철하다 할 만큼 하나
님의 말씀을 파고들며 현 사회와 성
도들의 신앙에 날카로운 분석을 가
한다. 그리고 독자들과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낸 후, 그 공감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대안
을 제시하는 독특한 화법을 사용한

다. 제목이 <성령의 터치하심>이란
걸 모르고 읽는다면 오히려 ‘이 책
이 성령과 무슨 상관이 있나’할 정
도로 진 목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성
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진 목
사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성령은 화려하게 ‘짠’하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심을 확신하게 된다. 이 책 1장에서
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2장
에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3장에서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4장에서는 공동체에 역사하
시는 성령이 집중 조명된다.
저자는 남미에서 20년 이상 선교
하고 미국에서 8년 이상 이민목회
를 했기에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하고 도전하는 데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 또 책 중간 중간 등장하는, 그
가 남미에서 선교하면서 겪은 놀랍
고도 감동적인 일화들은 선교지가
얼마나 다이내믹한 상황을 연출하
는 곳인지, 그리고 그 보다 더 다이
내믹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동시
에 증거한다.
진 목사는 “책을 쓰기에는 제가
부족하다 느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큰 도전
을 주었다. 사도 요한은 당시의 핍
박과 환란으로 모든 글을 묵시와 암
호로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이름만
은 정확하게 기록했다. 미약하나마
저도 제가 체험한 성령에 대해 증
인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또 진 목사는 “이 어렵고 힘든 시
대에 성령의 터치만이 복음을 복음
되게 증거하는 능력임을 확신한다.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과 하나되
어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책에 대해 조용기 목사는 “진
목사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목
도케 하는 귀한 종이자 저의 사랑하
는 제자”라면서 “독자들에게 이 책
이 깊은 은혜와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추천했고 박희민 목사는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씨름하며 터
치된 주옥같은 이 글은 동일하게 믿
음의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큰 감동과 지혜의 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
했다. 이 외에도 이영훈 목사, 강준
민 목사 등이 이 책을 추천했다.
김준형 기자

박성규 목사 출판감사예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가 성역 30주년을 맞아 설교집 <말
씀이 불이 되어>를 출판하고 지난
8일 출판감사예배를 드렸다.
박성규 목사는 “이 설교집은 하
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성
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가능했다”고
전하며 성도들께 감사해 했다.
박 목사는 “설교를 사모하는 성
도들의 열심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일주일간 설교를 준
비하기 위해 새벽까지 기도하며 말
씀을 붙들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
시고 역사해 주신다.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영광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출판감사예배는 신상희 목
사(주님세운교회)의 사회로 시작돼
이윤우 장로의 대표기도 후 서정운
목사(장로회신학대학 전 총장)가
설교했으며, 김종훈 목사(해외한인
장로회 총회장)가 축사했다.
김영중 권사가 축시를 낭독하고
김창인 목사(한국 광성교회 원로목
사)의 동영상 축사와 강순영 목사
의 서평과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또 나경화 찬양선교사(국제성시화
홍보대사)의 특별찬양과 주님세운
교회 시무 협동장로들의 특송이 이
어졌다.
서종운 목사는 눅17장11-19절
을 본문으로 ‘온전케 하는 복음’이
란 설교에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복음의 선포가 교회의 근본적인 사
명”이라고 말했다. 서 목사는 “예수
님께 병 고침을 받은 열 사람 중 이

방인인 사마리아인만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고 구원을 얻었다”며 “거
룩한 생명이 역동하는 강단, 수많
은 사마리아인들을 일으키는 교회
가 되라”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김종훈 목사는 “들
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의 메시지로 듣게 하는 것이 설교”
라며 “박성규 목사의 설교는 성령
의 감화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설교”라고 전했다.
동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김창인
목사는 “설교는 교리를 중심으로
깨달음을 주는 설교, 감동을 주는
설교가 있다”며 “박성규 목사의 설
교는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설교를
넘어 생활이 변화되는 부흥회적인
설교의 세 가지를 갖춘 훌륭한 설
교”라고 말했다.
강순영 목사는 “박 목사의 설교
집에서 ‘한국은 우리를 낳아준 어머
니의 나라요, 미국은 우리를 키워주
고 복음을 전해 준 아버지의 나라’
라고 말한 게 인상적이다. 박 목사
는 그런 아버지의 나라 미국이 동
성결혼과 세속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을 눈물로 안타까워하며 외치는
행동하는 열정의 목회자”라고 말했
다. 이어 정시우 목사(미 방위군 군
종감)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은혜
롭게 마쳤다.
한편, 이 설교집의 모든 수익금은
이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기금으
로 쓰여지게 되고 기독교서점을 통
해 구입이 가능하다.
이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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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an Christians
Exemplify Leadership at
Home, Church, Work?
BY RACHAEL LEE

Some 450 attended the first night of the first Christ Central Network Conference from November 6-8.

A Network to Resource and Support
Asian American Pastors Begins
BY RACHAEL LEE

Christ Central Network hosted
its first conference from November 6 to 8 at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marking the
beginnings of a network to support and resource Asian American
pastors and ministries.
This first conference, themed,
“Ordinary Evangelism and Its
Extraordinary Effects,” had three
goals, organizers said: to train
and equip leaders and churches
for more effective evangelism; to
celebrate and encourage gospel
collaboration; and to cast a vision
and discuss details about what
the network will look like together
with pastors who are interested in
joining the network.
Hence, the first night and the
Sunday services on the third day
were open to any lay members
and leaders who wanted to worship and learn more on how to
effectively share the gospel, while
the second day was focused more
on training leaders on how to cultivate a culture of active evangelism
within their ministries. The second day also featured an intimate
gathering of some 40 pastors who
brainstormed together on what
this network would practically
look like.
The network was birthed by the
collaboration of three key leaders:
Rev. Harold Kim, the senior pas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Rev. Owen Lee, the senior
pastor of Christ Central Presbyterian Church, Virginia; and Rev. Ben
Kim, the senior pastor of Christ

Central Presbyterian Church, San
Francisco. These leaders launched
the network in hopes to provide
resources and relational support
for younger Asian American pastors.
“I remember when we were in
our early 30s,” said Rev. Harold
Kim. “We often felt lonely, and we
wished that there would be someone who can mentor and guide
us.”
Indeed, when asked, “If there was
one thing that you could take away
from this network, what would
that be?” during the vision casting
meeting, many of the pastors said
they would like “direct access to an
older pastor,” rather than a loose
coalition or gathering that only
provides general conferences.
“I would want to be able to contact an older pastor to ask them
about some of the specific problems that I’m facing,” said one pastor during the meeting. Some pastors mentioned that they would
like guidance on the process of an
English ministry evolving into an
independent church.
CCN is still in its formation
stages, however, and specifics in
terms of membership, affiliation,
and format have not yet been set
in stone. Some things are certain,
however, including the fact that
the network does not aim to be a
denomination -- only a relational
and financial support network.
Holding a conference on a regular basis is another aspect the key
leaders have guaranteed, and for
the upcoming year, the key leaders
are planning to help two to three

churches particularize to become
a church -- whether it’s an English
ministry trying to become independent, or a church plant.
“We were only expecting our
three Christ Central churches and
then one or two more churches to
show up,” said Rev. Harold Kim,
“but we saw a much larger turnout
than we expected. We were very
pleasantly surprised and blessed.
Now, there’s a lot to do, but what
the key leaders will be discussing
over the next month are, what are
the few things that we can do right
now? There is such a wide range
of needs, but what are the few that
we can hone in on?”
“The turnout during the conference tells us a lot about the fact
that there definitely is an itch and
a need for something like this [network],” said Ted Vaughn, a consultant who is working alongside the
key leaders to form the network.
Some 450 attended the first night
of the conference, while some 100
pastors and leaders attended the
second day. Over a dozen local
churches were represented.
Meanwhile, Rev. Harold Kim
spoke during the first night and
shared six aspects to keep in mind
for evangelism. Rev. Owen Lee led
a three-hour session during the
second day, during which leaders
were able to brainstorm together
on specific ways that their churches could become more proactive
in reaching out and cultivating an
evangelistic culture. Rev. Ben Kim
spoke on Sunday on the promises
that God gives to His people when
they share the gospel.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hosted the second annual Asian American Ministries
Conference (AAMC) last week
from November 6 to 7, this year
focusing on the theme, “Lessons
on Leadership.”
“There is such a void in the area of
leadership all throughout society,”
said Dr. Benjamin Shin, the director of the AAMC Committee. “For
this reason, we wanted to equip the
saints to be effective in leading the
home, the marketplace, and the
church like Christ and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s such, the conference was divided into three “mini-conferences,” as Shin called it. With the exception of the opening and closing
plenary sessions, all of the plenary
and breakout sessions were separated into three tracks: leadership
in the home, leadership in the
church, and leadership in the marketplace. Steven Chin, the senior
pastor of Boston Chinese Evangelical Church and a council member
of The Gospel Coalition, led the
track for leadership in the home;
Alexander Strauch, most known
as the author of Biblical Eldership,
led the track for leadership in the
church; and Brian Chan, CEO of
Liferay Portal, led the track for
leadership in the marketplace.
“Our hope is that as you strive
to be godly leaders in the home,
that you would also bring that into
your leadership within the church.
And as you lead in the church, that
you would take that and become
leaders in the marketplace as witnesses for Christ,” said Shin.
The three different tracks explored more nuanced details of
what leadership entails in those
specific contexts. Steven Chin discussed what leadership could look
like in marriage and in parenting,
and breakout sessions discussed
the father’s and mother’s leadership in the home. Brian Chan discussed how Christians in the workforce could point people to Christ
through taking risks and even in
the everyday mundane routine,
and a breakout session discussed
specifically what a Christian witness could look like in the education system. Alexander Strauch
discussed the role of elders and
deacons during a pre-conference

on Friday, and on Saturday, delved
into how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show that Christian leaders must be radically
different from the leaders of this
world. A breakout session in the
church track discussed the hiring
process in the church -- how the
search committee should conduct
the process, and what candidates
should look out for.
Though the tracks discussed
very different details depending
on the context, there were several
qualities of leadership that speakers particularly emphasized across
the board.
For example, several speakers
noted that a leader must prioritize his or her personal spiritual
growth. Steven Chin said that he
considers “not praying enough” as
one of his most significant failures
in leadership, and emphasized the
need for leaders to invest time in
genuine prayer, not just “lip service prayers,” as he put it.
“If leading is taking [people]
somewhere,” said Brian Chan on
a similar note, “then as you draw
closer to God, that will naturally
allow you to lead them closer to
Him as well.”
Leaders must also show humility and serve those who they are
leading, speakers emphasized.
“A lot of people are attracted to
leadership because they have selfesteem issues,” Chin said. “But leadership is not about you -- it’s about
God. You’re just a piece of what
God is doing ... Our whole job [as
leaders] is to point people to Christ
and get ourselves out of the way.”
“When Jesus comes back, he
himself will serve us,” Chan said,
saying that when being witnesses
and leaders in the marketplace,
Christians must exemplify that
servanthood and humility to others as well.
Finally, speakers emphasized,
leaders must love. Alexander
Strauch, who wrote the book, Leading with Love, particularly emphasized this aspect and dedicated an
entire plenary session on love.
“The Corinthian church was
proud of their spiritual gifts and
their accomplishments,” Strauch
said, referring to 1 Corinthians
12:31-13:3. “But Paul was telling
them, there is something even
more excellent than that, and
that’s love.”

Key Ingredients for a Healthy Church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Pastors, XXIII: Rev. Justin Kim

BY RACHAEL LEE

Reverend Justin Kim has experienced ministering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in all
four corners of the country – in
Virginia, Florida, Washington,
and now, in California.
Kim, who in August became
the lead pastor of Bethel English
Church, the English ministry at
Bethel Korean Church in Irvine,
CA, said his time in several different churches in four states through
over 15 years of his time in ministry have given him a range of painful, as well as hopeful, experiences.
Painful experiences of disappointments and letting go of personal
idols; hopeful experiences of sincere reconciliation and meaningful cooperation.
Based on his experiences, Kim
said, there are a few “key ingredients,” as he put it, that help to
foster a healthy dynamic between
the Korean ministry (KM) and the
English ministry (EM) in a Korean
immigrant church.
“It’s like cooking a good meal
-- you need to get the ingredients
right for it to taste good,” Kim
said.
One of the key ingredients is
“for the lead pastors of both the
KM and EM to have the same vision, and to have a good, trusting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Kim
said. He added that he himself has
had both negative and positive

experiences in this regard – not
sharing the same vision with the
senior pastor of one church, and
finding in the senior pastor of yet
another church a mentor with the
same heart.
“Churches that have pastors
with the same heart, I’ve seen are
healthy, and both KM and EM
were growing,” Kim said. “Whether the two pastors are just spending time together through meetings or eating, I think they have to
have some time together outside
of just a ministry context.”
Another key ingredient is for
leaders of both ministries as a
whole to spend time together as
well, whether it’s through serving
together or having more casual fellowship together.
“They say friends who pray together, stick together,” Kim said.
“It really helps when the two
ministries seek opportunities to
do ministry together, like doing
outreach to the homeless, or going on missions together, which is
what I see a lot of churches doing.
It’s challenging because you’ve
got cultural and language issues,
but when you can overcome those
things to serve, pray, laugh, and
have fun together, that naturally
bonds everyone together.”
Kim shared that he felt this even
recently at a staff retreat he attended with Bethel pastoral staff.
“Staff from both the KM and EM
were there together, and the high-

light for me was playing chok-gu
with them,” Kim recalled. “It was
competitive, but goofy and fun,
and I just saw a different side to
these men. It wasn’t just suit and
tie – they’re fathers and husbands,
and they like having fun.”
A striving for mutual understanding from both ends is another important ingredient, Kim said.
The KM – the older generation
– must learn to let go, trust, and
empower the EM – the younger
generation – and allow them to
make mistakes, he explained. But
on the other hand, the EM must
also take ownership and responsibility for the church and ministry
as well, and continually cultivate a
teachable heart toward the older
generation.
“Among many things, there are
three important aspects we can
learn from the KM,” Kim said,
“and that’s their passionate prayer
life, their passion for missions, and
their sacrificial service. We’re comfortable because we didn’t grow up
in wartime like many of them did,
so we aren’t as sacrificial or giving as
many of the older generation are.”
For example, he said, “our
strongest support and my favorite
person in the church is this elderly
kwonsanim. She comes up to me,
she hugs me, and she says to me
in her broken English, I love you,
we love the English ministry. And
she backs it up with her actions.
She came and served us for our

Rev. Justin Kim is the lead pastor of Bethel English Church, the English ministry
of Bethel Korean Church in Irvine, CA.

newcomers’ lunch, and she spoils
my kids by buying them candy and
drinks. She always wants to buy
my family lunch and serve us.”
“These are qualities that inspire
me, and I’m motivated to learn
from [the KM] and grow in these
ways as well,” he explained.
But among all of these ingredients, perhaps the most challenging one to carry out is one of
taking steps toward personal healing from hurts that result from
interacting with others, Kim said.
There are several steps that Kim
said he took to heal, including
having the bigger picture of the
church in mind – that the church
is “not perfect, but it’s the bride of
Christ,” he said.
Another step he’s taken is praying to repent of his own sins, and
praying prayers of forgiveness and
blessing over those who have hurt

him. And the most significant step
that led to healing, Kim said, was
actually taking initiative to reconcile with the people. He already
took initiative to reconcile with
several people by either writing
to them, or meeting directly with
them.
“I would begin by humbling myself and asking for forgiveness,”
Kim said. “owning up to my own
mistakes, things that I’ve done
wrong – because the hurt goes
both ways.”
“Thankfully, every person
whom I’ve approached has also responded humbly with an apology,
and fellowship was restored – to
the point that I’m now even more
humbled by them,” Kim added.
“I think [reconciliation] is God’s
way of eradicating pride and arrogance, and these encounters really
give me hope for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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