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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열며

해가 바뀌고 또 달이 바뀌었다

문서선교부

1월을 아쉬워하기도 전에 이미 몇달이 지나버렸다. 겨울을 보내는 것이 
아쉽지 않은 것은 마음 한쪽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봄을 기다리는 마
음 때문인 것 같다

며칠 전 도로 끝자락에 서있던 나무 한 그루가 생각난다. 이미 분홍색 꽃
잎을 보란 듯이 피워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 나무는 얼마를 준비
했을까. 그 꽃잎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

그렇다면 나 자신도 무언가 준비를 하고 이 봄을 맞아야 할 거라는 생각에 
아직 준비 안 된 나를 허둥거리게 한다. “무얼 준비해야 하나?” 

어찌 보면 별거 없을 것 같은데도 막상 생각해보니 너무 많은 것도 같다.

언제부터인가 1년, 5년, 10년 계획 등을 대강이라도 세워 봐야겠다는 마
음을 가지면서도 계속 미루어 왔는데, 이제 한번 마음먹고 시간을 내야겠
다는 조바심이 든다. 더 늦기 전에.

새봄을 맞아 가슴에 새로운 공기를 좀 불어넣어야겠다.

삶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새로움’ 아닐까?

‘새로운 것’은 우리 삶을 참으로 풍요롭게 하는 좋은 자극제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절이나 한 해가 바뀔 때, 아니면 어떤 계기로 변화를 
필요로 할 때 주위환경을 바꾸기도 한다. 머리모양, 옷차림, 가구나 벽지, 
심지어는 이사까지.

마음의 새로움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이 봄을 준비하고 있는가?

새로움을 불어넣기 위해 과연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

자칫하면 일상의 굴레에 빠져 우리에게 있는 계획과 의미를 잃기 쉬운 이
민생활이다.

하지만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봄을 계기로 묵은 먼지를 털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위해 기지개를 크
게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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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모르는 분들께

미로찾기

문서 선교부

어린이용 학습지를 보면 미로찾기 게임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복잡한 미로의 해답을 

비교적 손쉽게 찾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그 비법은 출발점에서 도착점 방향으로 길을 찾는 대신, 도

착점에서 시작해서 출발점 방향으로 길을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 미로는 출발점에서 시작하면 다양한 선택의 

기로를 계속 맞이하며 헷갈리고 끝이 막혀 있는 잘못된 길로 헤매기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

착점에서 거꾸로 거슬러서 길을 찾다 보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했는지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로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수없이 자주 맞닥뜨리는 선택의 기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올바른 것일지를 결정하여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때

로는 정말 인생의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으로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기 위해 많은 것을 쏟아 붓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막혀 있음을 확인하고는 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미로에서 바른길

을 잘 선택하여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도착점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서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보며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

의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여 마지막 호흡을 내쉬게 될 때, 그때 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그 답을 깊이 고민해보고,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갈림

길에서 우리는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 땅에서의 호흡이 멎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과 존

재가 그저 사라져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 때, 우리가 이생을 떠나 들

어가게 될 내생을 위한 준비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

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우리의 모든 행위 뿐 아니라 생

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평가를 받게 된다면 과연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

서 성경은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사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있을 수 없기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

신 죽어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

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일시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좇느라 인생의 더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고, 지

혜롭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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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싶은 이야기

어머니 사랑해요···

내 기억에 우리 어머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어려운 가정을 이끌어 

가시려고  애쓰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이곳저

곳을 다니시면서 보따리 장사까지 하신 분이다. 30~40대의 꽃다운 나이에 수많은 어려

움과 위험을 무릅쓰시면서, 오로지 가정만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다.

올해로 96세가 되시는 어머님이 얼마 전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한국을 가게 되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어머니를 생각하며, 장례까지 염두에 두고, 집사람과 함께 갔다. 전혀 의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숨만 쉬고 계신

다는 말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분명히 듣기는 하실텐데,  무엇이라고 어머니께 위로해야 하나? 무슨 말로 어

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해야 하나? 가족 모두가 보고, 듣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짧은 말로, 그러나 분

명한 복음의 말씀으로 증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에 나는 무엇이라고 어머니에게 말을 

해야 하나...?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갔더니 정확하게 중환자실 면회시간이 되어서 가족이 모두 다 모인 가운데 어머니의 귀

에 대고 말을 했다. “어머니, 나 막내예요, 동갑목사야, 미국에서 어머니를 보러 왔어, 어머니 걱정하지 마요, 우

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거야,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늘

나라에 갈거야. 아버님도 먼저 가셨고, 나도 갈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아주 좋은 곳이야,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도 기도해요!”

기도를 마치자, 형님 가운데 한 분이 흐느끼시면서 우셨는데, 나는 그 형님이 우시는 것을 처음 봤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막내아들이 미국에서 달려와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

하고 누워있는 어머니의 불쌍한 모습 때문인지, 아니면 만사 제치고 달려온 막내 동생이 너무도 고마워서인지···. 

아마도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누워계신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의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까····.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의 어깨에 얹은 내 손이 갑자기 굳어졌다. 너무도 앙상하게 뼈만 남은 어머니의 모습 때문

이다. 기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의식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만이 아니고, 어머니의 너무도 연약한 몸이 

처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참모습이 아닐까! 지금은 겉보기

최동갑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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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건강하고, 보기에 좋아도,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번쩍 들었다. 화장으로 아름답게 하고, 아무리 치장을 해서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 우리는 다 앙상한 뼈만 남는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참모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너무도 초라하고 허무할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

었기에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모습으로, 아니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양, 현재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지 못하

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이사야 40:6-8)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붊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

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곧 시들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비록 겉으로는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이지만,

전능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품안에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

차갑고 마른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마음으로 고백했다 “어머니 사랑해요···.”

* 편집자 주: 최동갑 목사님의 어머니는 2월7일 금요일(한국시간)에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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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

여  Cedar Point Apartments에 거하는 난민 가족들

을 위해 이루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맞으며 중보 기도

를 부탁 드립니다.

첫째, 2016년 한해도 지속적인 어머니 영어 교실과  Home-

work Help를 통해 Cedar Point 난민 가족들을 섬길 수 있

었습니다. 또 누가클리닉(Luke Clinic) 의료봉사, 옷, 신발, 

장난감, 가정용품 전달하기, 라이드 제공하기, 드라이클리

닝/옷 수선 (조수덕/미숙 집사님), 미용 사역 (최영분 자매

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담과 지원 (김인순 자매님) 등

으로 이분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습니

다.

 

어머니 영어 교실은 North Ridge Bible Chapel과 Imago 

Dei Church와  함께 하는 공동 사역으로 우리 교회의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하십니다.

영어 교사로는 김지혜 집사님, 박진아 자매님, 이난정 전도

사님, babysitters로는 김제시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 최성

은 자매님, 곽성은 자매님, 이정숙 집사님, 김향숙 집사님, 저

와 그 외에 빌립보촌 자원 봉사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가을 학기를 마치며 종강 파티를 했을 때 교사들

이 Thanksgiving 식사를 준비하고 영어 교사 중에 한 분인 

Marian (Imago Dei Church)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

던 것이 인상적인 일이었습니다.

Homework Help 는 7년 이상 Cedar Point Apartment에

서 사시면서 선교 목적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숙제 도

와주는 일을 해오신 Amy Griffith (Imago Dei Church) 가 

Cedar Point Community Center에서 하는 Afterschool 

노은실 선교사

Homework Help Program에 우리 교회 여러 명의 청소년

과 청년이 자원봉사자로 돕고 있습니다.

둘째, 일 년 동안 Cedar Point Apartment에서 매 주일 오후 

3시에 드리는 예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얀

마/네팔 가족 예배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Cedar Point Family Worship이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예배에 참석하는 가족들과 어린이들은 아래

와 같습니다.

• 미얀마 가족: Chin Chin과 Run Te 와 자녀들

• 네팔 가족: Kumari, 샤루시 부부 (샤루시는 반신불수 

이심)

• 부모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어린이들: Chad, Congo, 

Nepal, Syria, Iraq에서 온 어린이들 (많을 때는 25명

도 넘음)

Chad, Congo, Nepal 어린이들은 스스로 예배에 오지만 

Syria와 Iraq 어린이들은 나홍렬 집사님 가족이 예배 전에 

일찍부터 가정마다 문을 두드려서 데리고 나와 주십니다.

셋째, 미얀마 자매님들하고 하는 성경공부 또한 주님의 은

난민선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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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자매님이 성경공부

를 인도하고 있으며 교사로는 박진아 자매님, 이난정 전도사

님, 제가 일 하고 있습니다. 노일환 집사님은 금요일 저녁에 

시간이 되는대로 샤루시 가정을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

간을 갖습니다.

넷째, 할렐루야 Family Night부터 Christmas까지 난민 가

족들과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특별 행사에 참석한 것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1. 할렐루야 Family Night: 8명의 어머니와 50명 이상 되는 

어린이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추수 감사절 목장 발표: Cedar Point Apartment에서 매 

주일 오후 3시에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18명의 어린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 나가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 하던 어린이/청소년 중에는 시리아에

서 온 아이들이 6명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의 가족들은 

모두 회교도들 입니다.

3. 추수 감사절 점심 식사: 나홍렬 집사님 내외분이 시리아

와 이라크에서 온 가족들을 우리 교회 초대하여 그분들이 

잘 드실 수 있는 아랍 점심으로 대접하고 우리 교회 Vision 

Center에서 운동도 하고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

는 시간도 갖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작년 여름부터 11월

까지 Cedar Point Apartment에 새로 이사 온 시리안  일곱 

가정이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시리안 가족들을 통역해 주고 

돕는 이라크에서 온 가정도 두 가정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4. 성탄절 오전 예배: Chin Chin 가족과 한 이라크 형제가 

우리 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라크에서 온 형제는 전에 Luke Clinic 도움도 받았었고 

노일환 집사님과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분으로 

더욱 주님을 많이 알아 가셔야 할 분입니다.  Chin Chin 은 

18개월 동안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끝낸 수료장을 받았습니

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Run Te의 수료장까지 함께 받았

습니다.

5. 성탄절 오후 예배: Cedar Point Family 예배에 부모 없이 

오는 어린이들을 오후 3시에 우리 교회로 초청하여 예수님

의 탄생, 죽음, 부활에 관한 만화 영화를 보여 준 후 담임 목

사님이신 최 목사님께서 친히 한 어린이 한 어린이에게 준

비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어린

이/청소년들은 26명으로 다수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온 아

이들이었습니다.

6. Christmas Gifts: EM, 마하나임, 우리 교회 난민 선교 예

산으로 준비한 선물들을 12월 17일에 Cedar Point Apart-

ments에 사는 65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11개국

에서 왔습니다: Afghanistan, Iraq, Syria, Myanmar, Nepal 

(Bhutan), Burundi, Congo, Chad, Eritrea, Somalia, and 

Tanzania. 이때 우리 교회 Youth 들이 직접 짠 목도리와 손

수 구운 과자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들어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게 된 시리안 

아버지 영어 교실을 소개하며 중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저녁 7시에 시리안 가정에서 모이며 

교사로는 나홍렬 집사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일곱분의 시리

안 아버지들이 열심히 참석하십니다.

2017년 한해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Cedar Point 난민 가족

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노은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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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의 기쁨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그간 평안하셨어요?

보내주신 선물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마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성탄절을 맞아 미국에서 4명의 여학생으로 구성된 

CIC팀과 함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학을 

방문하여 학생들과 만남을 가지며 성탄절에 초대하여 세 번

에 나누어 파티를 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젊은 친

구들이라 쉽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성탄절 파티를 위해 저

희 집에서 연습을 하였는데 즐겁게 캐롤을 부르고 사이사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학생 중 한 명

의 짐이 미국에서 함께 오지 않아 불편을 겪으면서도 밝게 

웃으며 학생들을 만나는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면 예비

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명의 학생이 출발 당

일 공항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팀워크를 잘 이루어 맡은 임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

다. 1월 1일이면 모두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부부는 다른 선생님 부부와 함께 성탄절 주간 이른 아

침에 이곳 일용직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와 빵을 나누어 주었

습니다. 경찰 단속으로 계획보다 늦게 시작을 하였지만 100

여 명과 음식을 나누고 성탄절 이브에는 좋은 소식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 땅에 좋은 소식

이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학기에는 한국에서 여학생 두 명이 저희 팀에 오게 됩

니다. 이곳 대학에서 언어를 배우며 학생사역을 담당하게 됩

니다. 수속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희는 두 주의 겨울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동

안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은이와 주영이는 방학 동안 둘이서 지내게 되

는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억해 주세요.

현지 사역자들 가운데 전도의 열정이 부족하여 모임을 더 성

장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격

려하며 지도하고 있지만 저희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인내하는 마

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평안하시고 복된 새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탄생 기쁨이 전해질 수 있도

록 기도해 주세요.

메마른 초원에서 주은이네

2016년 12월을 보내며

- 선교지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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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동역

자님들께 2017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와 평안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

역을 해 나갈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

하신 첫 달을 기도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

는 12월에는 각 가정과 교회마다 많은 간증 거리가 넘쳐나

기를 바랍니다.

12월에는 한국에서 공부한 마이라 자매가 돌아왔습니다. 마

이라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Th. M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

했습니다. 마이라 자매가 공부하는 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역자님들 각 가정과 교회마다 2017년에도 하나님께서 놀

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의 기도 제목 -------

1. 마닐라 침례신학교 스텝들과 모든 학생이 성령 충만하

도록.

2. 2월 13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신학생, 목회자 세미나를 

잘 준비하고 주변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해서 목회에 도

움을 받을 수 있도록. 

3. 2월에 지급해야 하는 세 번째 신학교 부지대금의 부족

한 부분이 잘 준비되고, 그 이후 두 번 남은 대금도 잘 

준비되도록.

4. 신학교 설계와 조감도 등을 준비하는데 재능을 기부해

줄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5. 한국대학으로 진학하는 석준이가 1월 18일에 한국으로 

가는데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6.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진이가 좋은 신앙의 친구들

을 많이 사귀고 스트레스받지 않고 공부하도록.

7. 유진, 석준, 현준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8. 정대섭 선교사가 이번 학기 여러 가지 일로 바쁜데 건강

과 신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9. 우리 부부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마닐라침례신학교에서

정대섭, 김  정(유진, 석준, 현준) 선교사 드림

필리핀에서 정대섭 선교사

선교사역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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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 Lee

1. 이제 2쿼터를 끝냈습니다! 

저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수

고를 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3쿼터에도 학

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리고 선생님들도 3쿼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해

주세요.

2. 3/6-7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교사-학부모 회

의를 합니다. 모든 회의가 효율적이며 순조롭게 잘 

진행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이번 주에 (3/8-9) 중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나는

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그리스도를 만

나게 되는 학생들이 생기도록 기도 해주세요.

1. We just finished quarter 2! Praise God for all 

of the hard work our students and teachers put 

in. Please pray that the students will continue 

to study hard during quarter 3, and pray for the 

teachers as they make preparations for third 

quarter.

2. We will be having parent-teacher confer-

ences for all grades this Monday and Tuesday 

(3/6-3/7). Please pray that it will be effective, 

and everything will go smoothly.

3. The secondary school will be attending a re-

treat this week (3/8-3/9) at a bible college in 

which the gospel will shared. Pray that there 

will be students who are convicted to come to 

Christ.

선교 이야기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
캄보디아에서 Jennifer Lee & Alex Lee 선교사

Alex Lee

1. 최근에 어느 선교사님께서 말씀

을 전했는데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

더라도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사명

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

다.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과정에 대

한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기도 해주세요.

2. LIS의 미래를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내년에 많은 

교사들이 모국으로 돌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님의 일에 헌신된 새로운 교사들을 공급 해주시기를 기

도 해주세요.

3. 저희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 해주세요. 많은 학

생들이 믿음에 대한 갈등이 있고, 의심에 대한 답을 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선생님들을 통하여 이 학

생들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이끄시도록 기

도 해주세요.

1. A fellow missionary recently gave a sermon 

that reminded us to never forget the power of Je-

sus and the importance of His commission, even 

when we don’t see results right away. This really 

spoke to me. Please pray that I will keep running 

the race, even when it is hard to see progress.

2. Please pray for the future of LIS, especially the 

secondary school. As many of the teachers will be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ies next year, pray 

that God will provide the school with new teach-

ers who are dedicated to the Great Commision.

3.Please pray for the salvation of our students. 

Many of the students are struggling with their 

faith in God and are seeking answers to their 

doubts. Pray that God will speak through all the 

teachers to be able to guide these students to a 

stronger sense of faith in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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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이야기

생명의 삶 10주 과정을 무사히 수강하신 분들께 여쭤봤습

니다.

◎ 생명의 삶을 수강하기 전과 이후에 혹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편안함과 주변 지인들에 대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선교의 중요성을 확신했습니다.

**

생명의 삶을 수강하며 신약성서를 다 읽게 되었는데, 달라진 

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나의 행위와 의로움으로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 했었습니다.

***

이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면 이후에는 좀 자유로워 짐을 느낍니다.

생명의 삶, 
구원, 확신, 변화

◎  생명의 삶을 수강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과 특별히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믿음에 대한 갈

등이 해결되었습니다.

**

깊이 있는 말씀을 쉽게 풀어 주신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

나의 믿음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나의 믿

음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감사함이 생겨났습

니다.

****

뒤죽박죽한 내용들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거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했을 때 좋은 내용을 놓친 것이 

아쉽습니다.

*****

구원의 확신이 점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한주 한주 지나가면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로 말씀을 영적으로나마 깨달을 수 있었던 점이 좋

았습니다.

- 생명의 삶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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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이야기

제가 가장 동경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세상에 나타내어지고, 성경 지식도 가득해

서 어떤 질문이든 성경 안에서 바로 찾아 해답을 주는 분들

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저들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

세요!’라고 항상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제가 이번 학기의 많은 강의 중에서 성경을 좀 더 알고 싶

었고, 베드로 전후서 강의를 어디서든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택하게 되었지요. 

첫 시간 숙제를 받으며, ‘어! 정말 공부라는 걸 할 것 같다’라

는 생각이 스쳤지요! 매주 한 장 분량의 주어진 성경 10번 읽

기, 질문 한 가지 만들어 오기, 배운 성경 구절에서 한 절 암

송하기. 다행히도 무사히 모든 숙제를 끝낸 지금,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공부는 항

상 해야 한다는 생각에 큐티, 필사, 성경통독, 그리고 교회에

서 주최하는 모든 성경공부를 다니면서도 제 머릿속에 떠나

지 않는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말씀이 정리가 안 되지? 성경에 대해 누가 물어보

면 “성경의 몇 장 몇 절을 함께 봅시다.” 말도 못 하고, 암송

도 한다고 했는데 왜 기억나지 않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런 은사를 주지는 않으신 걸까?’ 숱한 질문이 가득했었지요. 

정말 ‘공부’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서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제 습관대로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것처럼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나

쁜 공부 습관이란 한번 보면 다시 보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방법이었던 거죠! 반복하

지 못했던 제 모습을 닮은 딸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

다. 얼마나 거만한 저였었는지를…. 항상 반복한다 해도 ‘다 

했었다는 생각에’ 거의 집중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만 

보면 끝이었던 저의 거만한 공부방식에서 10번 읽기는 저에

게는 정말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나마 질문 만들기가 있

어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읽었는데 질문이 생각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간구하며 글자로 읽

지 않고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소심한 A형, 질문은 만들어야 하니까요∼.

사모님과의 수업시간은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을 경험한 듯

했어요! “먼저 글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문장의 주어를 찾아라. 지시대명사 ‘그’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고등학교 때 중요문장, 밑줄 쫙-, 별표 세 

개 했던 것처럼, 오랜만에 공부다운 성경공부를 10주간 하

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 마지막 시간마다 정리∼, 새롭게 

깨달은 것 정리하기∼.

  박소현

- 화요여성모임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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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것 또한 도전이었습니다! 

제 캐릭터는 예스맨. 의심은 no.  그래서 성경공부 할 때도 

‘당연한 내용이야’ 하며 너무 쉽게 받아들였기에 제 머릿속

에 지우개를 가진 듯, 거의 25년 동안 성경공부를 했으면서

도 자세히 기억하는 내용이 없는 저는 저 스스로 감히 주님

이 주신 두뇌 용량을 축소해 놓고 있었던 거지요! 지식으로

는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 삶 모든 곳에 

체득되지 못 했기에, 진정으로 모든 말씀을 품지 못했던 것

이었습니다. 

10주 동안, 시험 보기 전날에 시험 볼 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

면 다 외워질 것 같은 헛된 망상이 말씀에도 적용되어, ‘말씀

의 은사를 가지면 한 번에 알 수 있을거야’ 하는 안일한 생각

을 했던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온

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나의 의지만 앞섰고, 다른 이들에게 

주님이 먼저가 아닌 내가 더 나타내어지려고 한 저의 죄 된 

모습을 이 글을 쓰면서 직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

님께서 저에게 정말 제대로 말씀을 보라고 지속해서 말씀하

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박 겉핥기가 아닌 더 깊숙이 ‘나를 

알아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쓴 편지들을 보면서 그 

맘이 얼마나 절실한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는 조금이나마 그 맘이 전해집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베드로 그 자신은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얼마나 고

통스러웠을까요! 그 마음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과는 비교

도 할 수 없었지요! 그 예수님의 고통을 고스란히 아는 베드

로가 각 교회에 진심으로 절실하게 쓰는 당부의 내용입니다. 

제가 배운 대로 짧게 정리하면, 너희들은 택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이니,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주를 위한 고난도 즐기

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주의 날이 가까이 올 때 많은 

거짓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

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라입니다.

10주 동안 말씀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체득되지는 않았지

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저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알

게 된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첫 시간 우는 아

기를 맡기고 공부를 하려니,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들께 너

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 상태라면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을

까 걱정했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집중하여 마칠 수 있

게 되었고, 떨어지지 않는 제 아이 수호를 돌보아 주신 분들

과 수업을 사모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사모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방인인 저를 주 안에서 한 형

제로 여겨 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경험하게 해 주신 모

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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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의 이야기

늘 기도로 진솔하게 말씀을 정리해주신 김지혜 집사님, 

같은 배를 타고 여기까지 함께 온 전희정, 박지영, 유

성희, 노현미, 서임숙, 임승윤, 박진아 자매님. 같은 인물이

지만 각기 다른 각도에서 예리하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많

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 속의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

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저자는 탁월한 지혜로 우리를 이

끌어 주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

본적인 영력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

각합니다. 세상 적으로 생각하면 참 재미없게 살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재미있게 살았다는 역설적

인 생각도 해보는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표지에 나온 주제같

이 잊혀진 그들이 길에서 나를 찾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둘째, 돕는 배필이 아닌 “돕는 자”라는 폭넓은 의미가 

마음에 확실하게 닿았습니다. 

셋째, 복된 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음에도 성경 속에서 거의 잊혀진 여인으로 

살았던 노아 부인, 뒤에 남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

서 주목받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사용하심도…. 끝없는 절망과 기다

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위기의 

순간에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희생이 따른 힘든 선택조차 ‘

주의 말씀이오니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한 예수님의 어머니 등, 지금도 우리 삶에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만져주시고 계심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며  

직접 이름 불러 주시고 만나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

나기까지, 지금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또한 믿음의 귀한 유

산을 남긴 여인들처럼, 우리 후세대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

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로, 돕는 자로, 복된 연합을 이

루어가는 과정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아름다운 여

인들로 자리매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자는 그 누

구도 길을 잃지 않는다.” 

갈릴리 1 권병순

-책과의 만남 소감

잃어버린 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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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복

지난 10주 동안, 김지혜 집사님 인도하시는 책과의 만

남에서 “잃어버린 여인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온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들의 아픔과 승

리를 되살리는 글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여자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

고 확인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된 여자의 유일하고 확실한 

원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간증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귀신의 지배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녀를 제자 삼아 사도 중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녀의 

극적인 인생 스토리는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닙

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여인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진정한 승리를 뜻합니다.

가버나움 4 박지영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 길이 안 보이고 잃어버린 듯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면,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마리아의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

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

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라.”(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 분 안에서 모든 답을 구하며 

새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10 주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책과의 만남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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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이야기

마하나임 주은진

각각의 퍼즐 조각이 큰 그림으로! 

이번 가을학기에 마하나임 주일 성경 모임이 없고 대

신 수업을 들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100일

이 갓 지난 아기와 함께 최 사모님께서 인도하시는 성서 배

경 수업을 듣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

았다. 아기 때문에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어차피 수료도 못 할 

것이라는 생각에, 남편이 듣자는 수업에 그냥 따라가서 듣

게 되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10주간의 수업이 끝나고 수료

를 하게 되었다.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아들 노엘이를 안고 어르며, 그리고 

가끔은 젖 먹일 시간이 겹쳐서 빈방을 찾아 돌아다니며, 우

는 노엘이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달래가며, 주변 분들

이 이따금 번갈아가며 노엘이를 안아주셔서 겨우겨우 수업

을 들었는데 수료를 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

고 보면 어찌하다 보니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

셔서 육아와 여러 가지 일에 치여서 하나님 알기에 게을러

질 뻔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고 

싶으셨나보다.

최 사모님의 성서 배경 수업은, 어쩌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신학수업, 지리수업, 역사수업 같을 수 있었을 여러 가지 성

경의 배경과 지식을, story telling처럼 이어지는 이야기로 재

미있게 설명해 주셨다. 어떻게 보면 이번 수업에서 들은 내

용 중에 새로운 것은 별로 없었다.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나 

책에서 본 세계사를 통해서 원래 알던 내용이 퍼즐의 조각

처럼 하나씩 하나씩이었는데, 그 퍼즐들이 각각 자리에 맞춰

져서 성경이라는 큰 그림을 본 느낌이었다. 분명히 각각 다

른 이야기들이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는 놀라

운 수업내용이었다. 이스라엘과 주변의 지리적/역사적인 사

실을 통하여, 왜 하나님은 그러그러한 행동을 취하시고 말씀

하셨는지를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이번 수

업에서 내가 보았던 그 하나의 줄기는 하나님께서 많은 지리

적, 역사적 배경을 이용하셔서 하나로 이어지는 예수님을 통

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출애굽에서 왜 이스라엘은 먼 길을 돌아가야 했는지, 이스라

엘이 왕을 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선지자들의 각각 다

른 행보들, 사마리아와 유대가 갈라진 배경, 신약에 여기저

기 나오는 헤롯왕은 한 명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어

쩐지 아기 예수님 때의 헤롯왕이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성인이 되고 나서 또 나타나서 이상하다고 늘 생각

했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의 선교길 등 너무나도 많

은 이야기가 예전에는 조각조각 나 있었는데 한 민족의 역사

로 이어지는 이야기였다.

이번 수업 이후에는 여운이 많이 남았다. 젖먹이 아기와 함

께 100% 수업을 다 들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 남편의 졸업 등이 겹치면서 유난히 피곤했던 지난 두어 

달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졸음과 싸워야 할 때도 분명 있었

다. 수업 내용을 100% 다 듣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성경을 더 

읽어보고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남게 되는 수업이었다. 

이때까지의 다른 수업들은 혼자서 들었는데 남편과 처음으

로 같이 들은 수업이었다. 남편과 번갈아가면서 아기를 어르

며 집중을 했으니, 두 사람의 내용을 합치면 분명 조금 더 많

은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나누다 보면 부부사이

도 돈독해지고, 함께 성경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

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성서배경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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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대학 소감

안디옥 2 신은선

영성의 업그레이드

14년 전 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

신 후 새로 오신 목사님과의 설레는 마음으로 목자대

학 훈련을 마치고, 오랜 시간 목자의 직분으로 영혼들을 섬

기다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목자를 잠시 내려놓고 편

히 쉬고 있을 때, 뜻밖에 목사님으로부터 날아온 한 통의 이

메일은 점점 식어지고 무뎌져 가고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

고 흔들어 놓았다. 

배움의 대한 갈망과 미련은 늘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면서 

또 어느덧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훈련의 과정을 마치

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해오면서 신앙의 연륜(?)은 쌓여 있지

만, 그와 함께 비례하여 더욱 깊어지고 순전해야 할 나의 영

성은 언제부터인지 정지되어 있었고, 어느새 적당함과 안이

함 그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목사님의 메일에 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한 답을 드

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10 주간의 목자 훈련에 뛰어 들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또 다른 생각……. 이미 받은 훈

련을 왜 또다시 받는다고 했을까 하는 후회의 마음도 살짝 

들며 처음 1, 2 주간 무슨 핑계를 대고 빠져 나올까 하는 생

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목자 훈련생들과의 1:1 짝기도

를 통해 서로의 고민과 아픔 기도제목 등을 나누며 기도하면

서, 처음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두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마음일 거라는 확신(?)과 함께, 다시 처음에 가

졌던 생각을 붙잡고 세상이 급변하고 모든 것들이 시시때때

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영성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만이 치열한 영적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

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

람에게 줄 수 없고, 고여있는 물은 결국 썩고 냄새나게 마련

이듯이, 다시 한 번 말씀의 훈련을 통해 주님과의 첫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며 회

복시키고 싶은 강한 바람이 밀려 왔다.

물론 10주간의 훈련 내용이 모두 다 바뀌고 새롭지만은 않

았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듣고 배운 내용일 수도 있었지

만, 이미 나의 형편과 사정이 14년 전과 많이 달라진 현재의 

상황에서 배울 때, 그것은 다시 새로운 진리로 그리고 신선

한 도전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란 섬

김의 직분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이며 기쁨인지를 확인

하며,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에 나도 다시 동참

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들었다.

언젠가 읽은 책에서 마음에 와 닿아 적어 놓았던 글귀가 떠

올랐다.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에게 하나의 일을 준다. 이제

부터는 남을 섬기는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에게 하나의 기준을 준다. 이제부터는 나의 기준은 나의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삶의 축이 생긴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게 하나의 힘을 준다. 신앙인들은 생활의 구

석구석에서 부활의 힘과 투쟁의 힘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내가 정말로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축으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

우는 일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

성되이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딤전 1:12)

어느덧 목자 대학을 마치고 

나니 2016년 한해의 끝자락

에 와 있었다. 2017년 새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

대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나

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고 작정하

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감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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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이야기
- 제자의 삶 소감

안녕하세요? 저는 빌립보 2목장을 섬기고 있는 양종열 

성도입니다. 우선 제가 제자의 삶 간증문을 쓰게 되

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

민도 많이 되고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에게 고백하

고 픈 제자의 삶과 자세를 한번 주님에게 고백하려 합니다.

먼저 10주 동안에 제자의 삶 말씀을 전해주신 노일환 집사님

과 10주간의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웃음으로, 감동

으로, 기도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한 동기생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과 

한과 말씀을 나눌 때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그 섬김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어린아

이의 신앙 수준을 떠나 이제는 제자라는 주님의 부르심과 제

자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동

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책임감에 12과를 끝냄으로 한편

으로는 마음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 또

한 주님은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마냥 보이는 것에 급급하고 

보여지는 것에 응답 받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나 생각이 들

었고 이제는 주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신앙생활 전부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닐 만큼 이 말씀을 고백할 때 내 자신이 죽어야 주님

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영광으로 인해 빛 되신 예수 그리스

도께서 우리의 영육 간의 삶도 풍요로이 인도해 나갈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

고, 아직도 겸손함을 배우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임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세상의 강퍅함

에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정말 세상을 변화 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10주간 서로 나누었던 말씀 중

에 제자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

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헌신, 아픔, 참음, 고통이 

따른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주

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전달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만난 십자가 그 은혜

빌립보 2 양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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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말씀도 골라가며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합리화

시키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기도 제목의 응답을 도깨비 

방망이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신

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도 나뭇가지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스스로 맺는 법

인데 우리는 세상의 지식, 수단, 방법을 동원해 억지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접착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회

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부

모의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하며 우리가 정

말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며 말

씀 속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는 방법을 서로 나누는 것이 주

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가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보

았습니다.

10주간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한 주간에 나눴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일대

일로 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

다. 마지막으로, 말로 혀로만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저

희 자신들을 발견했으며,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 저를 회개하도록 만드

셨습니다. 

2017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초심을 잃어버리

지 말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한탄하시는 

음성에 가장 예민해지는’ 제자의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일까요?

      Question:

훤칠한 키에 진한 눈썹, 

웃으면 반달 눈이 되는 선한 눈빛.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네요. 

체격은 크지만 순해 보이는 인상의 이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에 초창기부터 출석해오며 

교회 곳곳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요. 

요즘은 목자로, 그리고 방송부 봉사자로 

교회 일을 돕고 계십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34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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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면서…….

◎ 박원철 목사

새벽기도를 생각하면, 활활 타오르는 불은 아니지만, 꺼지

지 않고 계속 켜있는 숯불처럼, 꾸준하고 지속적인 열정으

로 무언가를 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새벽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신년 40일 특별 새벽기도회의 마지막 날을 맞

으면서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

아봤습니다. 

매일 아침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는 표어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도

록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신년 목자 수련회와 선교 헌신 주

일, 그리고, 김진수 선교사님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동

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

을 주신 것 같습니다. 

목장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 목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리고, 특별히 올해 들어서 각 촌별 활동에 눈에 뜨

이는 새로운 활력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를 위해서 열

심히 기도했는데, 최목사님 부부와 김영수 집사님 부부를 통

한 동아시아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

고 만지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단기선교

를 위해 영어부에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사인업을 해서 어

떻게 추려서 보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

니었더군요. 눈 때문에 주일예배를 못 드리고, 특별새벽기도

회도 잠깐 쉬어야 하기도 했고, 또 최목사님께서 갑작스레 

한국을 다녀오셔야 하는 상황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수

선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을 잘 헤쳐 나가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매일 은혜로운 말씀과 간증으로 새벽기도회를 인도해주신 

모든 목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도회 기간 동안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경험한 은혜를 몇 분께서 간증해주셨습

니다.

◎ 김옥자 

저희 남편이 12월 한 달 동안 허리통증이 너무 심해서 MRI

를 찍었는데, 3번째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수술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이제는 

그냥 기도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1월 1일부터 매일 기도

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치료해 주셔서, 지금까

지 매일 먹던 진통제도 안 먹고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하고 있

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통풍은 계속 오고 있었어요. 

한번 증상이 오면 심하면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씩 가

는데, 이제는 딱 하루 심하게 아프고 나면 통증이 없어져요.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저희 내외가 피부로 느끼고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 40일을 시작하면서 라이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빠지고 싶지 않은데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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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목자 모임에서 나눴는데, 김채

옥 집사님이 흔쾌히 해 주겠노라고 하셔서, 제가 몸이 아파

서 나오지 못한 때를 빼고는 매일 김채옥 집사님이 라이드

를 해주셔서, 제가 특별새벽기도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어 이

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김채옥 집사님께도 정말 감사

를 드립니다.

◎ 이복수 

저는 1월 초에 눈이 왔던 그 날로 돌아가서 제가 느꼈던 믿음

을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월요일 새벽예배가 취소되었

는데, 화요일은 취소된 줄도 모르고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텅 빈 주차장을 본 순간 저

도 모르게, ‘아,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새벽에 나름대

로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다녔는데, 정말 난 뭐지? 어쩌면 내

가 이렇게 허둥지둥 새벽마다 좇아 나온 것이 그저 습관처럼 

되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의 주파수에 저의 믿음의 안

테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오늘 텅 빈 주차장에서 제가 느

꼈던 마음처럼, 어느 날 다들 들림을 받았을 때, 나 혼자 남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날 차 안에

서 짧은 기도를 저 혼자 끝내고, 그날의 큐티를 묵상했습니

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21절을 읽으면서 “믿음의 싸움은 

치열하고, 믿음의 나눔은 너그럽게” 라는 제목의 큐티 내용

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넘겨 

준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며 저도 제가 먼저 신실한 믿음을 

지켜서, 믿지 않는 제 자녀에게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날 안 계셨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돌아 오셔서 저와 이렇게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 정순화 

나무들이 밤에는 일산화탄소를 뿜다가 우리가 일어나서 나

오는 새벽시간에는 산소를 뿜는데요. 그 좋은 시간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남편과 같이 40일 새벽기도를 하게 

되어서 감사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믿음

과 기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것

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

지만 공기에 대해 감사해야 하듯이, 늘 기도가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하고 소통하는 것, 산소 같은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

신 은혜이며, 또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배웠어

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올해는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

의 증인이 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 박민규 

저는 기도제목들이 있고, 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40일 새벽기도회에 나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오늘 아침 말씀처럼, 우리 집사님들이 인도하실 때, 저를 

참 부끄럽게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님께 듣고 싶은 답을 아직 주님이 주시지 않으셨어

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 모습을 많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

요. 내가 얼마나 말씀과 다르게 주님이 원하지 않는 부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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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셔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더

불어서, 새벽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 제가 요즘 약간 입술이 

부르텄는데, 새벽에 나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

습니다. 한 며칠은 괜찮은데, 몇 주 나오다 보니까 생활리듬

도 깨지고……. 매일 새벽기도회를 지키시며 우리교회의 여

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

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 김채옥 

이번 40일 동안, 목자들이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말씀

을 나누고 각자의 삶에 대해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저 또한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

다. 이번에 저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바리새

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제가 보기에 참 힘들어 보이고 염려되

는 가정들이 어려움에 찌든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밝게 

웃는 얼굴로 주일을 지키는 모습을 기억하며 저 자신은 주일

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도전을 받고 깨우침을 얻게 되었

습니다. 또한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한분 한분의 삶 속에 필

요한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며 ‘하

나님께서 저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은혜

를 받았습니다. 

저는 올해 2월 5일이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딘 지 딱 40년

이에요. 얼음이 서려있는 버지니아로 들어와서 지내다가 79

년에 랄리로 왔어요. 이제 이곳이 본 고향이 되어, 아이들도 

여기서 모두 양육시켜서 내보냈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

서 저에게 해주신 일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제일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에요. 자녀들에게는 

육신의 아빠가 떠난 지 30년이 넘었는데, 육신의 아빠가 없

는 중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영혼의 아빠

가 되어주셔서 제 아이들을 길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와 동행하신다는 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고요. 

제가 이 나이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안

에서 어떻게 살아야 자녀들에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물려주고 떠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

리고 있습니다. 이번 새벽기도회 기간에 천로역정을 읽으면

서 그 뜻을 깨달았는데요. 이게 순례자의 길이더라고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순례의 길은 이렇게 가는 것

이다.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만 오도록 부르시는 것이 아니

라, 다 같이 함께 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

신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순례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어

요.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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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사모

한국어 교육의 열정을 뿌리며

1. 한국어 교육에 첫 발을 내딛다.

한국어 교육에 발을 들여 놓은 지도 어느덧 꽤 긴 시간

이 흘렀다. 제일 처음 한국어 교육이란 것을 가까이

서 접한 때는 2001년 경희대학교에서 국제교육원 행정직원

으로 근무할 때였다. 한국말을 배우러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

은 외국인 학생들, 그리고 재외동포들을 보면서 한국어가 얼

마나 세계적이고 한국 문화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새삼 느

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나는 당시 외국어 교육부 직원으로 

있었는데, 한국어 교육부에 지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생길 정도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 문화를 전하

는 일들이 재미있고 보람되게 보였다.

그 후, 나는 2007년에 미국 동부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같은 교회분의 소개로 트라이앵글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한국

어 교사의 길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2. 어려도 할 수 있다! 트라이앵글 한글학교의 만3세반

트라이앵글 한글학교에서는 만 3세 재미교포 아이들 반과 미

국인 성인반을 가르치게 되었다. 만 3세가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그냥 유치원 선생님 

역할 정도가 되겠거니 생각 했다. 한국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미취학 아동이 만 6세 이하고, 보통 취학 조금 전에 한글

을 공부하니까 만 3세는 어려도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게다

가 일주일에 고작 한 번 있는 세 시간의 수업은 별로 효과적

일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곧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

게 되었다. 아이들은 “가, 나, 다, 라, 마, 바, 사...”를 크게 따

라 외치며 열심히 따라와 줬고, 결국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

었다. 그것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

는 꼬맹이들이 말이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나

는 신이 나서 한국 동요와 한국 놀이도 가르쳤다. 한국에서 

공수해 온 한국동요 CD를 틀어주고 한 시간에 한 곡씩 배웠

는데, 아이들도 재밌어하며 처음 들어보는 한국 동요를 힘차

게 따라 불렀고, 한국의 재기차기, 윷놀이, 숨바꼭질, 꼬리잡

기 등 한국 놀이를 할 때도 숨이 넘어갈 듯 까르르 웃어가며 

즐거워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인지라 서툴고, 제대로 된 발음은 아니었지

만 한국의 문화를 접하며 맘껏 웃음을 토해내는 재미교포 아

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말과 글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정신

도 조금이나마 심어 주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새록새록 솟아

났다. ‘그래,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한글과 한국 문

화를 가르치면 되는구나!’ 미국 한글학교에서의 만 3세반 경

험은 나에게 한국어 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주

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으니 배우

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한국어 학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

는 것이다.

3.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 역사! 

                              트라이앵글 한글학교 성인반

나는 당시 미국인들로 구성된 성인반도 맡았다. 이 반은 1, 2

교시에 한글을 배우고 나서 3교시에 각자가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특활반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 한국어를 

배워온 성인들로 구성되어 그런지 더 고차원적인 한국 문화

미국에서 캄보디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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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이야기
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당시 한국에서 인기 있

었던 “선덕 여왕”이라는 사극 드라마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

가고자 했다. 그 드라마 속에는 재미있는 이야기 줄거리와 더

불어 그 시대의 옷차림, 역사, 당시의 제도와 정치, 옛 말투까

지도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울 거리가 충분했다. 

먼저 첫 시간에 전체적인 한국 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대해 간

략하게 설명하고, 둘째 시간에는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삼국 

시대와 선덕여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해 주고는 드

라마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고 했다. 그런데, 그 드라

마에서는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다. 생각보다 쉽

지 않았다. 각 신분별로 쓰는 말투가 다르고, 궁에서 쓰는 어

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 했으며, ‘골품제도’나 ‘화백회의’ 등

의 용어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어야 하는 점들이 그들에게 조

금 벅차게 받아들여질 것 같았다. 그래서 이야기 줄거리를 위

주로 진도를 나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수업 계획을 수정했다. 

각각의 용어가 아닌 전체 흐름을 이해했는지 학생들의 입을 

통해 들어 보았다. 다행히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었다.

 

한글 자체를 배우는 반이 아닌 문화를 배우는 반에서는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용어나 제도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

니라, 한국의 시대적 분위기와 역사를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

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

다. 그러자 학생들도 점점 내용 전개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

고, 나중에는 뒷내용이 궁금해서 기다리기 힘들었다는 기분 

좋은 이야기도 들었다. 그들의 대부분이 미국의 평범한 대학

생들과 직장인들이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한국 드라마 

수업을 통해서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될 지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분명히 더 많이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한국을 알

리고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조금 뿌

듯해지는 시간이었다.

트라이앵글 한글학교에 있을 때, 재외동포 재단에서 “재외 한

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었

다. 강의를 듣는 내내 ‘왜 진작 이런 수업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과정을 이수하고 나니 눈이 뜨였다.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는 정말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는 부족하니 더 많이 배워서 양질의 교육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되어 그 즉시 ‘한국어 교사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

부에 돌입했고, 실습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었지만 무

사히 자격증을 취득했다.

4.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교로

트라이앵글 한글학교에서 그렇게 교사로 지내다가 나는 또 

다른 나라,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캄보

디아의 남단의 항구도시, 시하누크빌에 위치한 4년제 종합

대학인 라이프대학교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

었다. 

첫 수업은 “한국 역사·문화”였는데, 수업 전날까지 준비에 준

비를 거듭하였고 들뜬 마음에 잠도 못 이루었다.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교육시설이 미약해서 교실에 영상자료를 볼 수 

있는 스크린도 없고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는 등 매우 열

악하다. 그래서 첫 날에는 한국을 소개할 대표적인 것들

을 노트북에 담아 들고 갔다. 세종대왕, 애국가, 태극기 등

을 소개하려고 잔뜩 준비해 갔는데, 너무나 실망스런 일

이 발생하고 말았다. 교실에는 단 한 명의 학생만 덩그라

니 앉아 있는 것이었다. 첫날이라 그렇겠거니 하고 열심히 

수업을 했지만, 두 번째 수업에도 단 한 명의 학생만 출석

했고, 세 번째 수업이 되자 두 명의 학생들이 더 왔다. 그

동안 왜 안 왔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너무나 

태연히 “바쁘면 못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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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졸업장이 필요했지 수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나는, 일단 수업보다도 학생들에게 한국어 

공부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한국어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에

게 한국어과에 왜 오게 되었는지, 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는지 물었다. 대

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어 통역관이 되고 싶다고 했고, 한국어

는 너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하... 그렇다면 이 학

생들에게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야 겠구나!’ 한국어가 재미

있고 한국 문화가 멋지다고 느껴질수록 학습의욕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재미있

어 할지를 중점적으로 수업 연구를 했다. 그러다가 한국의 역

사와 문화를 가르칠 때는 대부분 관심 없어하던 학생들이 한

국의 가수와 배우들을 소개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을 발견했다. 캄보디아에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류’

가 한창이었던 것이다. ‘아, 바로 이거다!’ 나는 노트북 속에 

담아갔던 수많은 역사자료와 문화재 등을 보여 주기를 잠시 

보류하고, 한국 가수들의 노래 중에 가사가 건전하고 부르기 

쉬운 노래를 선정해서 가르쳐 주고, 학생들이 재미

있어 할 만한 코미디 영화를 선택해서 보여 주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수업에 활기가 생겼다. 자기

네들끼리 웃고 쿡쿡 찌르고 박수를 치며 아주 재미

있어 했다. 

5. 뜨거운 한국요리 시간

학생들은 더 나아가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고 

했다. 학생들의 이런 반응은 한국 문화에 대한 또 다

른 관심의 표현이라고 여겨져서 너무나 반가웠다. 

그래서 큰 맘 먹고, 다음 시간에 한국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자고 했다. 내가 선택한 메뉴는 ‘해물 김치 

부침개’. 그 때 당시 임산부였던 나는 정말 어렵게 공수해 놓

은 귀한 신김치를 몽땅 내놓았다. 각종 해물을 듬뿍 넣고 군

침도는 신김치를 썰어 넣어 만드는 ‘해물 김치 부침개’의 맛

은 과연 내 두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게 할 정도로 맛있었다. 

내친 김에 남은 김치에 밥을 볶고 김가루를 뿌려 김치 볶음밥

을 만들어 먹였다. 그 무더운 날, 학생들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바쁘게 숟가락을 움직였다. 한국음식이 맛있는 건지 

요리사가 훌륭한 건지 몰라도 한국요리를 맛보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반응이 뜨거웠다. 그야말로 뜨거운 

한국요리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부터 학생들이 바뀌었다. 나태하고 흥미 없어하던 

수업 태도에서 강의실에 들어올 땐 먼저 인사를 하고 신나게 

달려 들어와 앉는 활기찬 모습이었다. 수업 내내 나에게서 눈

을 떼지 않고 가끔 친근한 미소도 지어 주었다. 이제 우리는 

꽤 친해진 것이다. 우리의 한류 문화 뿐 아니라 역사와 전통

과 현대 문화까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들 앞에서, 나

는 마치 한껏 신난 날다람쥐처럼 즐겁게 수업했다. 분명 이전 

수업 때까지 우리 한국어과 학생들은, 그들이 한 번도 가보

지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교육수준이 낮은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대학을 나오면 취업률이 높아지고, 한국의 많은 기

업들이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한국어의 인기가 높

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한국어라는 도구를 

택한 것뿐이었다. 

로 답했다. 나중에 다른 교수님들께 여쭤보니 이곳에서는 일

상적인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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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던 그들이 ‘K-pop’과 ‘해물김치부침개’ 하나에 그들이 

달라졌다.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먼저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

고 있으면, 한국어는 자연적으로 배우려 한다는 것이다. 언

어는 그 나라의 얼을 반영하고 문화와 언어는 별개가 아니

기 때문이다.

6. 한국어 발음 수업

나의 두 번째 수업은 “한국어 발음”이었다. ‘경음화’, ‘유음

화’, ‘구개음화’, ‘ㄴ첨가’등 이론적인 것은 대체로 이해했지

만, 캄보디아 특유의 발음으로 인해 한국어를 말할 때도 캄

보디아식으로 발음하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래

서 해당 시간마다 칠판에다 교재에 나오는 단어들을 

모두 적고 먼저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이것을 소리 나

는 대로 캄보디아 문자로 적어보라고 했다. 어떤 단

어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일치 하는데, 어떤 단어

는 표기가 천차만별이었다. 그런 단어들을 모아서 다

시 칠판에 적고, 발음을 시켜 보니, 캄보디아에는 없

는 발음이라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학생마다 다르게 

들었던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하기 어려운 

발음을 골라서 특별훈련을 시키고 나니 학생들은 평

소에 말 할 때도 배운 단어가 나오면 발음에 신경 쓰

면서 말하곤 했다. 또, 몇 편의 한국 시를 외우게 해

서 발음 연습을 시켰다.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시낭

송을 했는데, 틀린 발음을 할 때는 앉아 있는 학생들도 웃음

을 터트렸다. 나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져갔다. 학생들도 

제대로 된 발음과 잘못된 발음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을 확

인했기 때문이다. 

7. 대망의 한국어 경연대회

라이프 대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한국어 경연대회를 개

최한다. 3가지 경연이 있는데, 첫 번째는 TOPIC, 두 번째는 

한국 노래, 세 번째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다. 이 대회는 우리 

학교 학생뿐 아니라 한국인이 아니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데, 실제로 주변의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가하는 대회

다. 나는 이 대회의 기획과 총책임을 맡았다. 포스터 제작을 

시작으로 홍보와 각종 회의진행, 시설 점검과 신청 학생들 관

리, 게다가 대회 당일날 사회까지 맡아서 분주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렇지만 이 대회에는 꽤 큰 상금과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걸려 있었기 때문에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 대회에서 꼭 꼭 꼭 우승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만만치 않

게 불타올랐다. 그 당시 내가 맡았던 학생들은 고작 2학년이

라 말하기 대회에 선뜻 출전하겠다는 학생은 ‘싸리’와 ‘짠나’ 

이렇게 두 명 밖에 없었다. ‘그래,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대상

을  탈 수 있도록 열심히 한 번 해보자!’ 그날부터 매일 이 두 

학생을 우리집으로 불러 특별 훈련에 들어갔다. 내 수업에서 

가장 우수한 실력을 보였던 두 학생이라 가능성이 있다고 믿

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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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당일이 되었다. 나는 사회를 보고 또 전체적인 진행을 

하면서도 누구보다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연을 지켜봤다. 결과는 ‘싸리’가 대상을 차지하면서 대회의 

우승자가 되었다. 각 종목의 다양한 우승 상금과 한국 유학

의 기회까지 걸려 있어서 경쟁이 무척이나 치열했지만, 싸리

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좋은 발음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많

이 주셨다. 홀몸이 아닌 상태로 이리뛰고 저리뛰다 그 날 이

후 며칠간 앓아누웠지만 마음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8. 가르치며 사랑하며

내가 첫 해에 가르쳤던 학생들은 이미 졸업했고, 해마다 새로

운 신입생들도 많이 들어왔다. 나는 지금도 캄보디아의 라이

프 대학교에서 한국어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시간

들을 잊을 수 없다. 그 시절, 더 할 나위 없이 신명나게 수업

했고 또, 학생들이 수시로 집으로 찾아와서 질문도 하고 같이 

밥도 먹을 만큼 제법 인기있는 한국어 선생이었던 시절이었

으니 말이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지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했고, 그

러다 보니 동기야 어떻든 간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국어과

에 온 학생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예기치 않게 시작되었지만 한국어 교사가 되길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외에 거주하며 타문화권 학생들을 가르친

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지라도, 한국인이 아닌 사람

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2세인 꿈나무들에게 한국어의 아름다

움을 전해 줄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언젠가 

우리 라이프대학교 학생들이 나에게 배운 한국어를 자유자재

로 구사하며 자신의 영역에서 멋지게 활약할 그날을 기대 하

면서, 나는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가르치며 사랑하며, 그

렇게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보람된 길을 한걸음 또 한 걸음 꿋

꿋이 걸어나가기를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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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루의 영성일기

  벧엘 2 이혜경

오늘 아침, 일터로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기 전,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났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분명 

주님 먼저 생각하고 강아지 볼일 보러 나갔다. 들어와서는 

그 마음 그대로 말씀부터 읽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오늘 

하루 살려고 발을 한 발 내딛기 전부터 거센 도전이 들어왔

다. 그러니 반사적으로 감정이 요동친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도 해보지 않은 큰소리 기도를 했다. “사탄 물러가라! 주님, 

오늘 하루 사탄의 유혹에서 지켜주세요!” 잠시하고 나섰는

데 효과가 있었다. 상대를 대하는 내 음성과 태도가 분이 나

는 그 음성과 태도가 아니었다. 나는 속으로 “yes!” 하며 평

상심을 찾았다.

일터에 가서도 계속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묵상했다. 사

람은 상대적인 동물인지라 반사적인 반응을 하기가 쉽다. 

내 본연의 자아가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이다. 그 프

로그램을 성령의 원리로 바꾸길 원하지만 쉬운 길이 아님

을 느낀다.

“주님! 저의 영을 가장 최신형으로 업데이트해주세요. 옛사

람 말고 새사람을 움직이는 새로운 원리대로 프로그래밍 해

주세요.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는 강력한 성령의 원리로 입

혀주세요!”

잘 지내다가 오후에 특별한 손님이 왔다. 그녀는 처음 우리 

가게에 왔을 때, 나한테 한국 사람이냐고 묻더니, 자신은 미

국가정에서 자란 입양아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

어놨었다. 잘 자라서 미국 남자와 결혼도 하고 두 아이의 엄

마가 되었노라며 밝게 웃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자

신을 입양했던 입양기관의 도움으로 친아버지를 찾았다며, 

그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한국 이름도 알게 되었다고 좋아

했다. 그다음에 그녀가 또 왔을 때, 나는 그녀의 한국 이름

을 써주고 스마트폰으로 한글 스펠링이 어떻게 연합하여 그

녀의 이름을 만드는지 보여줬다. 신기해하며 한 번도 남들을 

통해 들어보지 못했던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도 그녀의 이

름을 부르며 ‘이름 부르기’ 놀이를 했었다. 사실 나는 손님들

과 한가로이 노닥거릴 처지는 아니었지만, 왠지 그녀가 무심

할 수 없는 손님으로 다가왔다. 입양이라는 미명 하에 고아

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고국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까?

그런데, 이번에 와서 하는 말이 지난 7월에 친아버지를 만나

러 한국에 다녀왔다고 한다. 열흘을 머물면서 아버지와 아버

지의 새 가족들을 만났다고 한다. 친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

신 거로 들었단다. 그때 카톡을 서로 설치해서 미국으로 돌

아와서도 사진을 주고받고 했는데, 얼마 후 전화기가 고장 

나서 새 전화기로 바꾸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다며 슬픈 표정

을 짓는 것이 아닌가. 그 후 누군가의 도움으로 새 전화기에 

카톡을 다시 설치했지만, 아빠와 나누었던 기록들도 사라지

고, 더는 아빠 이름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

의 전화기를 달라고 하여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거기에 한

글 이름으로 카톡 친구가 하나 올라와 있었다. 알고 보니 그

게 아빠의 이름이었는데 한글로 올라와 있으니 깨닫지를 못

했던 것이다. 나는 새 전화기가 생기면 다시 친구를 invite 

해야 하고 그전에 기록들은 남아있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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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지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해주면 한글로 메

시지를 써주겠다고 하니 눈물을 글썽인다. 그렇게 해서 그녀

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카톡 메시지를 만들어 

보내었다. 그 때 한국은 깊은 밤이었지만, 내가 쓴 한글 메시

지가 사라질까 봐 걱정된다며,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보내고 

자신의 가족사진도 보냈다. 

나는 그녀가 돌아가고 난 후 생각했다. 모든 사람에게 당연

한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현실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것도 있다. 나의 한글 실력(?)이 이렇게 누군가

에게 빛이 발한다는 사실을. 그녀의 친아빠가 한동안 또 딸

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을 때, 미국에서 딸의 가족사진과 함

께 그녀의 아빠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소식이 와서 큰 기

쁨을 누리기를…. 그렇게 상상하니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

이다.

한국 6·25 전쟁 후 전쟁고아로 자란 아버지가, 삶이 힘겨운 

젊은 나이에 첫 딸을 낳고 또다시 자신이 자란 고아원으로 

딸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지난 과거는 분명 아픔과 상처이

지만, 지금이라도 딸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족으로 환영해준 

그녀의 친아버지, 참으로 다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버

지와 딸 사이에 언어라는 커다란 장벽이 존재하지만, 장벽을 

타고 넘어 흐르는 사랑에 힘입어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자랐던 고아원도 

방문해서 아버지를 키워준 목사님도 만났다고 한다. 나는 그 

목사님이 너의 grandfather라고 하니 그렇다고 한다.

나는 오늘을 시작하며, 전에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했었다. 

그 기도에 힘입어 오전을 평온한 가운데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의식하며 보냈다. 그 덕분에 오후에 내게로 온 어떤 

사람의 근심에 집중할 수 있었다. 저녁때 쯤 또 한 번의 도

전이 와서 요동쳤지만 넘어지진 않았다. 주님 덕분에 오늘 

하루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오늘 내 손가락으로 대신 썼던 

그녀의 메시지를 계속 기억했기 때문이다. “아빠! 안녕하세

요? 저 000 예요. 저도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동

안 제 전화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기록이 없어져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8월부터예요. 아빠의 사진을 보내주세

요. 보고 싶어요.”

나는 동시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편지를 쓴 것이었다. 그

녀의 아버지께 보낸 것처럼. 그녀가 보내기를 눌렀을 때, 나

의 것은 분명 높이 올랐을 것이다. 그분 계시는 저 높은 곳

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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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이야기

보배 가족의 미국생활

 베다니 1 최보배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엄마, 아빠를 따라와 미국에

서 생활 중인 보배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산지 

11개월째 되는데,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 2월 22일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집이나 도로 모든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언어가 달

라서 힘들었어요. 약 13시간 되는 애틀랜타행 비행시간 동안 

뜬 눈으로 있었기 때문에 애틀랜타에서 랄리까지 오는 오후 

1시쯤 되자 슬슬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 어느새 잠든 채로 랄

리에 도착했어요. 마이클 박 선생님께서 랄리 공항까지 오셔

서 저희를 저희의 새로운 집에 데려다주셨어요. 겨울이라 안 

그래도 으스스한데 그저 소파만 있었던 집은 정말 커 보였고 

추웠어요. 소파에 한참 누워 있다가 다른 교수님 댁에서 저

녁을 초대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저와 제 동생들은 그 집 소

파에 누워 잠만 자다 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학교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그 전날에 정말 많이 기도했었는데 떨리는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동생들은 저보다 먼저 교실에 들어가고 혼자만 남

으니 너무나도 긴장되었어요. 드디어 교실 문 앞에 도착했는

데 선생님께서 저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교실 안에서

는 이미 저에 대한 적은 정보를 (물론 틀린 정보였지만) 친구

들에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도움

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말도 어색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니 왠지 고맙기도 하고 제가 아기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다행히 민교가 같은 반이라 큰 의지가 되었어요(

고마워 민교야~!). 

그 날 이삿짐도 들어오고 한국의 추억들, 친구들이 준 편지

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무척 그리웠

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고 조금 익숙해진 저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여행도 미국에서 처음으로 가봤는데 그쯤 

기억나는 여행은 디즈니 월드!! 새로운 것도 많이 보고 한국

의 에버랜드 보다는 훨씬 커서 다리가 아팠지만 cka 재밌었

어요. 

5개월이 훌쩍 지나고 제 사촌들과 할머니가 미국으로 왔어

요! 정말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때 저희는 워싱

턴 (Washington D.C.)도 가보고 뉴욕 (New York), 보스톤 

(Boston),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Niagara Falls)를 보았

어요! 나이아가라는 정말 대단했어요. 유람선에 우비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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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명심보감

1. 부르는 데가 있거든 무조건 달려가라. 

- 불러줄때 가라. 빼면 담에는 안부른다. 

2. 일어설 수 있을 때 걸어라. - 걷기를 게을리하면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는날’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 온다. 

3. 옷은 좋은 것부터 입고,말은 좋은말부터 하라. 

- 좋은 것만 하여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4.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거든 무조건 도와라. 

- 나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음을 감사하자. 

5. 보고싶은 사람은 미루지 말고,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 만나라. 

- 내일 죽을 가능성이 매일 매일 커진다. 

6. 매사에 긍정적으로, 자주 웃으며 살아라. 

- 나이드는 얼굴이 조금은 용서되는 비법이다. 

7. 보잘것없는 자존심과 우월감을 버려라. 

- 나이가 점점 들어가며 그나마 사람다울 수 있는 비법이다. 

8.사랑도 힘 있을때 즐기자.

- 아낀다고 담에 더하는거 아니다.

그러니 절대로 사랑을 아끼면 죄가 된다네요.

출처: m.blog.daum.net/cpt224/9514

고 탔는데 왜인가 했더니 물이 심하게 튀기더라고요…. 그래

도 참 재미있었어요!

8개월쯤 되는 날에 저흰 서부여행을 갔어요! 제가 보고 싶

어 했던 그랜드 캐니언 (Grand Canyon), 브라이스 캐니언 

(Bryce canyon), 자이언 캐니언 (Zion canyon), 앤텔롭 캐

니언 (Antelope Canyon), 그리고 요세미티 국립공원 (Yo-

semite National Park). 요세미티 산은 정말 높아서 밤에 은

하수도 보고 별들도 보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

운 광경!! 샌 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그리고 라스베이

거스 (Las Vegas)도 갔는데 사막 가운데 있는 도시가 정말 신

기했어요. 쇼도 두 번 보았는데, 이름은 르 레브 (Le Reve), 

그리고 미스테르 (Mystere). 재미있었어요! 

9개월쯤 되자 절대 그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정이 

들었나 봐요. 반갑게 이야기하고 장난치지만 언제나 친절하

게 도와주는 친구들, 제가 알 때까지 천천히 설명해주시는 

선생님, 캐리의 평화로운 배경들. 제 기억속에 두려움과 설

렘 가득했던 적응 기간이 지나 저도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제 미국에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기

분이에요! 

저와 가족들의 생활도 그만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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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일까요? -정답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수고했다’ 말씀 듣고 싶어요” 
가버나움 2목장 박민규 집사님

 유승림 기자

◎ 누나·형 따라 20대 중반에 미국행

박민규 집사님은 1962년 대구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

어났습니다. 먼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던 누나와 형

의 초청으로 미국 이민을 오게 된 것은 20대 중반의 나이였

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힘들 법도 한데 다행

히 가족들의 도움으로 그리 어렵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병아리 감별사로 일을 시작해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해 가던 

박 집사님은 1990년,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박

민규 집사님을 신앙의 길로 인도한 박영미 자매님입니다. 

◎ ‘이 사람이 내 아내가…?’ 운명의 만남

당시 박 집사님은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빨리 장가가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한국에 나가 선을 보셨습니다. 그곳에서 지

금의 박영미 자매님을 만나게 되셨죠. 

아무런 생각 없이 나간 자리에서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다고 

하니,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나 봅니다. 대화

를 나눌수록 그런 느낌은 점점 커졌고, 그 감정

은 박 자매님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네요. 

기독교인인 자매님에게 걸리는 것은 단 하나, 

신앙적인 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박민

규 집사님이 교회를 가보기도 했고, 성경도 읽

어보긴 했지만 머리로만 교회를 알고 계셨기 때

문입니다. 그래도 박 집사님이 미국에 돌아온 

후 매일 같이 전화 통화로 감정을 키워나가면

서 두 분 모두에게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박 집사님은 “그 당시 통화료가 1분에 1달러가 훌쩍 넘을 

때였으니 매달 전화비가 수백 달러씩 나왔다”고 회상하십

니다. 그렇게 ‘비싼’ 연애 끝에 두 분은 1991년 1월 19일 한

국에서 결혼식을 올리셨고 이후 함께 미국으로 돌아오셨습

니다. 

◎ 결혼하기 위해 나오게 된 교회

재미있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기 위

해서는 미국 목사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 교

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박인화 목사님은 원칙에 충실한 분이셨고,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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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려면 먼저 성경 공부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일주

일에 한 번씩 목사님을 만나 면담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4~5주 정도 교육을 받은 후에야 혼인예배를 드리고 정식으

로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꾸준히 교회에 나오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그때

까지 구원의 확신은 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박 집사님은 “

제가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편이었다”면서 “교리

문답 마지막 질문이 ‘구원의 확신이 있

냐’는 거였는데 ‘솔직히 아직 모르겠다’

고 답했다”고 하십니다. 

◎ 외삼촌의 사망…주님과의 만남

결혼 후 몇 달이 지난 그해 늦은 봄, 박 

집사님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

다. 어릴 때부터 각별한 사이였던 한국

의 외삼촌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이었습

니다. 당시 박 집사님은 성경 요한계시

록을 읽고 계셨는데, 그중 부활에 관한 

구절이 유난히 가슴에 와 닿았을 무렵

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네 외삼촌이) 눈도 못 감고 죽었

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

가신 외삼촌은 어떻게 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잘 사는 분이었는데, 편하게 돌

아가시지 못하셨구나’라는 안타까움에 펑펑 울고 말았습니

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박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시게 

됐습니다. 당시 잠자기 전 박 자매님과 하루 일과를 나누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날은 걷잡을 수 없이 뜨거운 눈물이 쏟

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

백하셨죠. 

◎ 부인·세자녀와 함께 성장해 온 교회

결혼 후 이듬해인 92년 1월에 아들 종화, 93년 8월에는 딸 

다혜, 94년 12월에는 딸 다슬 3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세 자

녀는 교회에서 다른 가족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초창기 교회는 그야말로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워

낙 교인 수도 적다 보니 누구나 당연히 교회 일을 함께 도우

셨다고 합니다.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일을 했는

데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이 글이 실리는 ‘순례자의 샘터’ 제

작을 도우셨을 때입니다. 

당시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았을 때라 

당연히 손글씨로 쓴 원고를 받아서 직

접 타자를 했는데요. 그런데 컴퓨터는 

목사님 방에 있는 한 대뿐이었고, 교회 

업무가 끝나는 밤까지 기다렸다가 그 

컴퓨터를 이용해 밤샘 작업을 하셨답니

다. 깜깜한 밤 홀로 남아 원고를 치고, 

편집해서 출력까지 하는 작업이 얼마나 

고됐을지 상상이 됩니다. 

“저는 그저 뒤에서 도울 뿐이었지만 초

창기에는 많은 분이 고생하셨어요. 공

항 픽업이 수시로 있었고, 주말엔 반드

시 누군가가 이사를 해서 늘 다 함께 이

삿짐을 나르곤 했죠.”

캐리에서 랄리로 교회를 옮기며 본당 건물을 지을 때는 온 

교인이 공사를 도우셨다는데요. 힘든 일이었지만 완공되고 

보니 ‘우리 손으로 직접 지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뿌듯하고 

기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일 때문에 잠시 교회를 떠난 적은 있지만 벌써 25년 

넘게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로 왕성히 활동 중인 박 집사님. 

현재는 가버나움 2목장의 목자로, 그리고 1부 예배 방송 봉

사자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두

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초창기와는 약

간 다른 분위기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교회 여러 

사역에 많은 일꾼이 필요하지만 일하는 사람은 다소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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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편이라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박 집사님은 “평신도 사

역이 강한 대신 각 부서별로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내가 없

을 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후임자를 키우는 노력을 하면 좋

겠다”고 말씀하십니다. 

◎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고 싶어

박 집사님은 현재 보험 및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계십니

다. 병아리 감별사로 일을 시작했지만, 곧 보험에 관심이 생

겨서 직접 관련 공부를 시작해서 라이선스를 취득하셨습니

다. 어소시에이트로 일을 하다 개인 사무실을 연 것이 1999

년이니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

는 직업이다 보니 가능하면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

려고 노력하신답니다. 

앞으로 박 집사님의 바람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하고 싶

습니다. 돈을 바라고 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칭찬받진 못하더라도 ‘민규야, 수고했다. 참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말씀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부활절 계란 그림의 유래

부활절 계란을 주고받는 풍습은 유럽에서 십자군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작되었다고 한다. 
로자린드 부인은 남편이 전쟁에 나간 뒤 나쁜 사람들에 의해 재산을 빼앗기고 산동네에서 살게 되었으나 동네 사람들의 
친절로 생활했다. 
부인은 이 친절에 보답하려고 부활절을 즈음해, 예쁘게 색칠한 계란을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계란에다 로자린드 집의 가훈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말을 써 넣었다.
이 계란을 받아든 한 소년이 병든 군인을 보고 잘 간호해 준 다음, 계란을 주었는데 이 군인은 그 계란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계란에 씌어 있는 글이 바로 그 군인의 가훈이었고, 그 군인이 바로 로자린드 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군인은 수소문 끝에 자신의 부인과 함께 만났다. 
그 이후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퍼져 부활절 주일에 색계란이 선물로 나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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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기자

일반 가정이라면 일상의 일정이 거의 끝나고 저녁상도 

물린 후 가족과 함께 평안한 휴식을 취할 토요일 저

녁 7시 30분. 기자의 차에 설치 된 내비게이션(Navigation)

에는 나오지 않는 모리스빌(Morrisville)의 어느 한 가정을 

휴대전화 지도에 의지해 방문했습니다. 제 내비게이션에는 

없던 그곳에는 큰 Subdivision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수많은 

영혼이 몸과 마음을 휴식하기에 충분하리 만치 넉넉한 분위

기에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집들이 끝도 없이 들어서 있었

습니다.

이 지구는 오늘도 무언가에 의해 없었던 곳이 생기기도 하

고 있었던 곳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구본 위의 세상은 이

미 과거에 존재했던 세상입니다. 어쩌면 현재도 존재하지 않

고 진행형만 존재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할 수

는 없지만, 이 세상은 끊임없이 탄생과 성장을 거쳐 노년기

를 거친 후 소멸을 반복하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

니다.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모리스빌 처럼 예전에 나

무들이 가득했던 숲은 사라지고 주거 단지들이 생긴다든지  

나지막한 언덕들이 없어지고 도로가 들어선다든지 하는 것

처럼 말이죠. 

오늘 방문할 가정 앞에 잠시 차를 세우고 기다리는 동안 목

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목장이 생기

기도 하고 기존 목장에 큰 변화가 생겨 없어지기도 하는 생

명체와 같죠. 점점 많은 식구가 들어와 새로운 둥지를 하나 

더 틀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러 저러한 변화로 있었던 

둥지가 비어질 때도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빌립보 2목장은 말하자

면 저희가 가진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되어야 찾아 갈 수 있

는 subdivision 같은 곳입니다. 그곳을 늘 지나다니는 사람

이면 땅을 파고 골조를 올리고, 사람들이 입주하는 모든 과

정을 다 지켜볼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지나다

닐 일 없이 산다면 이미 그곳에 다양한 영혼들이 모여서 안

식을 취하는 곳으로 바뀌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곳? 이라

고 생각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아직 그곳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신다면 업데이트 시켜 놓은 내비게이션을 따라 함께 가

보실까요?

◎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길을 인도하심

목장 모임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자 새 신자반을 졸업하

고 수료증과 함께 꽃다발 받던 얼굴들이 한 분 한 분 도착하

십니다. 자 그럼 이 목장에 둥지를 튼 한 분 한 분 만나러 가

보실까요? 

먼저 목장 모임을 위해 기꺼이 집을 오픈해 주신 넉넉한 마

음의 소유자 양종열·김성희 가정, 예전 한국에서 살 때 어느 

의류 브랜드 광고 문구 “10년을 입어도 1년을 입은 것처럼(

새것 같고)… 1년을 입어도 10년을 입은 것처럼(편안한)….”

가 탁하고 떠오르는 분들이셨습니다. 2016년 2월에 우리 교

회에 오셨다니 정말 1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10년 이상 계

셨던 것처럼 편하고 친숙한 이 느낌은 뭘까요? 저만 그런 것

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셨나 봐요. “우리 교회 어떠세

요?” 하고 묻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답이 쏟아집니다. 새 

신자반 과정을 다 마치고 수료증과 함께 단상에 올라가 모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 돼야 하는 이유
- 빌립보 2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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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탐방
든 교우의 축하 받을 일이 가까웠던 그 어느 날. 빌립보 촌

의 관계자분이 (본인이 아니니 실명 거론은 삼갈게요) “자매

님, 새 신자 수료식 때 새 신자분께 드릴 꽃 좀 준비해 주실

래요?” 그러시더랍니다. 이럴 수가…. “저…. 저도 새 신자인

데요. 저도 수료증 받으러 단상에 올라가는데요.” “어머!? 정

말이요? 몰랐어요.”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 지리도 잘 모

르는데 이일 저일 부탁하는 분들이 계셔서 부담도 많이 되셨

대요. 하지만 현명한 자매님 부부는 지금 해야 할 일들과 때

가 아닌 일들을 잘 구분하시려고 늘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려 노력하신답니다. 

두 분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건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10년 넘게 섬기셨답니다. 그곳을 떠나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심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인도

하시는 곳으로 길을 찾아 오게 되셨답니다. 양종열·김성희 

가정은요 성격이면 성격, 달란트면 달란트, 뭐하나 빠지는 

것 없는 시영이, 시훈이, 시우, 시은 4명의 자녀를 두고 계

십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뉴저지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하시고 얼마 전 종합보험 비즈니스를 오픈하셨다고 주

보에 광고가 났었던 배성웅·이은혜 가정입니다. 양종열·김성

희 가정과는 9월 25일 새 가족 환영파티 동기생입니다. 눈웃

음이 너무 아름다운 이 부부에게는 두 분의 눈매가 그대로 

닮아있는 아들 주영이하고 딸 주희가 있답니다. 뉴

저지에 살 때는 장로교회에 출석했었고 노스캐롤라

이나로 이주할 때 예상하셨듯이 장로교회를 추천받

으셨답니다. 그런데 때가 아니었었는지 자매님 가정

이 출석한 그 주에는 아이들 예배가 무슨 이유였는

지 없었고 그 다음에 출석한 교회는 어른 예배가 생

각했던 것과는 달랐답니다. 그 후 오게 된 우리 교회

에서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다네요. “혹시 장로교회 

출석하다 침례교회로 출석하게 되면서 좀 다르다거

나 어색했었던 점 없으셨어요?” 하고 여쭤보니 처음

에는 “형제님! 자매님!”하는 호칭이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었

답니다. 보통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집사님”이라

는 호칭이 일반적이었던 뉴저지에서 이사 오신걸 고려하면 

이해가 바로 가더라고요. 후에 목원 들이 알려준 정보에 의

하면 은혜 자매님이 베이킹에 소질이 있으시다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2부 예배 때 찬양팀에서 키보드

를 맡은 김경연 자매님입니다. 목장 모든 식구가 이구동성으

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자매” “XXX 자매도 예쁘잖

아?”하면 “아냐! 경연자매가 제일 예뻐!” 라고 인정하는 미

모의 소유자죠. 본인은 극구 부정하시지만 목장에 속해 있지

는 않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날 보니 빌립보 2목장에서 활

동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참여 안 하던 목장모임

을 빌립보 2목장에서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것 같

아요?” 여쭈어 봤더니 경연 자매님 딸 승지가 박 목사님의 

애린이와 Best Friend 라네요. 왜 항상 꼭 붙어 다니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 친구 따라 왔다

가 정말 그날 이후로 발을 못 뺀? 그런 경우랄까요? 목장 가

족들은 옆에서 “우린 한번 들어온 이상 못 나가게 목장 탐

방 오는 그 날 저녁 카톡방에 박 목사님이 바로 올려 버려요. 

‘XXX님은 앞으로 우리 목장에서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

다.’ 라는 식으로요.” 다들 공감이 가시는지 “까르르.” 웃으

시네요. 믿거나 말거나. 

이날 목장 모임도 경연 자매님은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좀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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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했는데 올 수밖에 없으셨대요. 승지가 절친한 친구에게 

건 전화통화에서 들려오는 상대방의 한마디 “We are going 

to 목장 모임 now….” 이 한마디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끌고 

승지와 함께 목장 모임에 오셨다네요. 피아노도 잘 치시지만 

제빵에도 달란트가 아주 많은 자매님이시고요 여러 가지 질

환에 대한 자연 치유법 등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은 캐나다 토론토에 살다가 노스

캐롤라이나로 이사 오신 권지영 자매님 가정입니다. 자녀로

는 순민이, 순현이 2명이 있는데요. 목장 모임이 진행되는 동

안 박 목사님의 막내 유리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 정말 놀라

울 정도로 사랑이 많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토론토에 살 때는 

한 10가정의 한국 가정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서 가깝게 지

냈었대요. “적적하지 않게 주변에 한국분들이 좀 계시면 좋

은데 이사하신 곳은 한국분이 좀 계세요?” 묻자 “생각보다 

한국분들이 꽤 많은데 먼저 말 걸어 주기 전에 다가가는 성

격이 아니라서 아이들 학교 버스 내릴 때도 한국 엄마들 한

쪽에 모여 있지만 저는 저 쪽 한곳에 뚝 떨어져 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영자매가 어찌 이 목장에 오게 되었는

지는 짐작이 가시죠? 일단 오면 발을 못 빼게 만드는 치밀함. 

먼저 다가와 주고 말 걸어 주고 함께 하자고 말해주는 목장 

식구들에게 정말 잘 오셨어요. 자매님!

최준성·최성희 가정은 이날 아들 재원이와 함께 플로리다로 

여행 중이셔서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박원철·박사라 목사

님 가정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 순샘에서 캄보디아 선교에 관

한 연재물을 통해 많이 소개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

하기로 할께요.

목장 식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 오신 분들

이 빌립보 2목장으로 인도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랄리제일한인 침례교회에 도착하신 

6가정! 하나님이 내 몸에 심으신 내비게이션 음성 파일에 따

라 이끌리듯 이곳에 도착하신 6가정 정말 한 분 한 분 환영

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잘 도착하셔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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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이난정 전도사님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전도사라는 

직분보다 패션 디자이너가 더욱 어울릴 것 같은, 내면의 열

정이 넘쳐나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심상치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이난정 전도사님의 화려한 사회생활은 미국으로 오면

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열정으로 재탄

생합니다.  

◎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타

이강석 형제님을 만나, 결혼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해

서 미국에 오신지 25년이 훌쩍 넘었습니

다. 이곳 노스캐롤라이나 캐리가 이민 생

활의 첫 보금자리가 되었는데 친지, 친구

들과 멀리 떨어져 조용한 캐리에 적응하

기란 그리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남편 이

강석 형제님께서 랄리제일한인침례교회 

교인들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지인이셨던 모 집사님으

로부터 초대를 받고 은근 낯을 가리셨던 

전도사님은 불편한 마음으로 그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분들의 만남을 통해 기독교인에 대한 편견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지만, 찬양과 말씀이 전

도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1년간을 끙끙대시던 이난정 전도사님은 자진해서 본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을 교회로 옮기게 하셨던 것

처럼 주님은 집사님 가정에서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랄리제일한인침례교회와 첫 교회의 인연을 맺고 나서 한동

안, 첫째 강은이와 둘째 채은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그저 교

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강은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돌격자
- 이강석, 이난정 전도사님 가정 -

전희정 기자

새해 시작과 더불어 이번 겨울에도 어김없이 눈이 내

려 며칠간 사람들의 발목을 묶었습니다. 모든 곳이 

하얗게 뒤덮여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착각도 잠시, 따뜻하

게 내리쬐는 햇볕으로 눈은 자취를 감추고 언제 내렸나 싶을 

정도로 맑은 어느 날, 이난정 전도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집 주위 공터에서 줄지어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위들, 반갑

게 맞아 주시는 전도사님의 따뜻한 웃음에서 그동안의 추위

와 전도사님을 만난다는 긴장감으로 움츠려 있던 몸과 마음

이 저절로 녹아내렸습니다. 너무나 깔끔

하게 정돈된 집안에서 유독 눈에 띄게 여

러 많은 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브랙

퍼스트 테이블은 식사용 테이블이 아니

라 열심히 공부하신 흔적이 여기저기 있

는 책상 같았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열

심히 하시는 이난정 전도사님 가정의 이

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꿈 많은 소녀

막내로 자라난 이난정 전도사님은 별다

른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는 실패, 좌절을 몰랐고 교만

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교와 하고 싶은 전

공 학과를 미리 정해 놓고 그 이외의 길은 없다며 앞만 바라

보았던 전도사님에게 대학진학의 실패는 큰 충격으로 다가

왔습니다. 적성에 전혀 맞지 않은 학과공부를 하던 중에 우

연히 패션계에 종사하는 분을 만나면서 예전부터 꿈꾸어 왔

던 그러나 너무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패션 디자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꽤 큰 회사의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꿈이 아닌 

현실이 된 패션 디자이너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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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고 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는 

생각과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미국사회에 

대해 잘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아이들을 교회에서 키워야겠

다는 결심을 하고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다시 교회를 찾았습

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물어보는 성경 말씀에 

대해 대답을 해주기 위해 본격적인 성경공부도 시작하였습

니다. 전도사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셨다고 합니다. 

◎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기쁨도 컸지만, 지금까지 하나

님의 세상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엎드려지신 전도사님은 모든 성

경공부에 참여하고 사역도 자진해서 하셨습니다. 방송부를 

첫 사역으로 바나바 사역, 연극부, 그리고 순례자의 샘터까

지 그 많은 사역을 힘들어서 어떻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 의

아한데, 도리어 전도사님께서는 사역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칭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답게 일단 시작 한 일은 실수 없

두 완벽하게 해야 하고 못 하는 일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세상에서는 이를 정확하고 믿음직스

럽다며 좋은 것으로 여겨지나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오히

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

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능력, 자랑으로 하려고 했기 때

문입니다. 고쳐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

습니다. 마침, 북한에서 온 가족이 탈북해서 그 당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김만철 씨가 본 교회 수요예배에

서 간증집회를 하였고,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하셨던 전도

사님은 실수 없이 잘하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갑

자기 녹음이 안 되고 오히려 공테이프에서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이 들리면서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도사

님은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를 하였고 녹음을 다시 할 수 있

었습니다. 중간에 끊기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던 녹음은 어떻

게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수요예배가 끝나고 확인하였더

니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녹음이 잘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모든 일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님께서 하심을 다시 인정하며 그 뒤로도 자신을 깨는 작업이 

계속되어 지금은 오히려 실수를 너무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목장에 소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목자로부터 바나바

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전도사님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

목자의 자리인 바나바는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말씀 공부를 

인도해야 하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거절했을 터인데 전

도사님도 모르게 기도해보겠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

고 결국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바나바를 승낙하였습니다. 

첫 말씀 인도를 앞두고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목감기가 심

하게 걸려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를 핑계로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바로 전날 너무나 깨끗이 나았답니다. 하

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전도사님

은 본인 삶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셨다

고 했듯이 말씀 읽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손에서 떼지 않았

던 그때에는 ‘성경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아.’ 라며 혼자 

읊조리셨는데 나중에 시편에 나오는 구절이었다는 것을 알

고 놀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

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

다” (시편 19:9-10)

◎ 하나님의 제자로 더욱 단련

8년간 본 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전도

사님은 남편과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버지니아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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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최동갑 목사님께서 본 교회에 취

임하신 지 몇 달이 되지 않았을 때라고 하죠. 가족 모두 함

께 가는 계획이었으나 기존에 하시던 이곳 태권도장을 이강

석 형제님께서 계속 운영해야 하는 돌발상황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힘든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

었지만 주말마다 버지니아에 가셔서 청소며 설거지며 모든 

집안일을 도와주는 너무나 자상한 남편이자 딸들이 해달라

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딸바보인 남편이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 중에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없

이 조금 늦은 시간까지 교회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를 힘들게 오고 가며 주일에는 꼭 가

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던 이강석 형제님께서 침례도 받던 

날은 가족 모두를 울음바다로 만드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엄청난 사역을 하셨던 전도사님께서 버지니아

에서도 만만치 않은 사역을 하셨겠죠. 목자, 중보기도 사역, 

신방 사역, 새 신자 사역, 새 신자 교육, 가정사역. 이곳 본 교

회에서는 성경 말씀 공부로 믿음 생활을 다졌다고 한다면 버

지니아의 펠로우쉽 교회(Fellowship Church)에서는 기도로 

더욱 성장하셨습니다. 

랄리제일한인침례교회에 다니실 때부터 주위 분들로부터 

신학 공부를 해보라는 말을 듣기는 했으나 30 중반을 넘어 

공부한다는 것은 어림없다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계

속해서 생기는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전도사

님은 하나님께 확실한 사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빨리 사인을 주실 줄이야. 바로 그 주 주일, 목사 사

모님께서 뜬금없이 신학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

를 하셨고, 전도사님은 바로 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 후

로도 불확실한 마음에 한번이 아닌, 세 번의 신호를 더 달라

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매번 정확하게 보여주셨답니

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성품을 잘 아시고 그에 맞는 주

님의 비전을 위해서 신학 공부의 길로 인도하셨고 전도사님

은 지금도 온라인 수업으로 신학 대학원 상담학 공부를 계

속 진행 중입니다. 

많은 교회사역과 신학 공부를 한꺼번에 하면서도 두 자녀를 

거뜬히 양육하신 전도사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

셨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노력한 거에 비해 너

무나 큰 축복을 받았던 강은(Stephanie)이를 ‘하나님의 조작

사건’이라고 불렀다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

서 모든 것이 잘되게 해주셨기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 돌

리신다면서 전도사님 가정의 간증 중 하나로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마음에 강은이를 선교사로 쓰임 받게 해달라는 소

원을 품게 해주시고, 강은이에게는 대학교 수양회에서 선교

사의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린 전도사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 드렸습니

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까요. 현재 강은이는 뉴욕의 브롱스라는 저소득층 지역의 고

등학교 영어 선생님입니다. 공석은 하나였고 이미 그 자리

에 갈 사람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였으나 기도하며 주님

의 뜻을 기다렸던 학교였습니다. 결정 나기 직전에 두 자리

로 변경되면서 강은이에게도 기회가 온 그 학교에서 단지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의 

영혼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채은(Adrian)이는 어릴 때부터 미술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

니다. 전도사님의 웃는 모습을 쏙 빼닮은 채은이는 그 재능

도 물려받았나 봅니다. 그러나 그쪽 분야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전도사님은 채은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질 것

이 우려되어 반대하시다가 결국 뒤늦게 10학년 때 허락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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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대학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이 아주 아프고 미안했다는 전도사님, 이제는 뉴욕의 시러큐

스 대학교에 다니며 기회 날 때마다 만나 서로를 응원하는 

두 자매를 생각하시며 매우 흐뭇해하시더군요.

◎ 다시 처음의 자리로

두 딸을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사회에 내보내고 다시 노스 

캐롤라이나로 돌아오신 지도, 언 1년이 되어갑니다. 이강석 

형제님께서는 태권도장 운영과 듀크 대학교의 PE (Physical 

Education) 수업 강사로 바쁘셔서 여전히 함께하는 시간은 

적지만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교회사역을 하는데 든든하다

고 하시네요. 랄리제일한인침례교회가 첫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한 결과입니다. 

현재는 유치부 사역과 다른 여러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역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너무도 큰 축복이기에 감사함

으로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달려온 전도사님께서는 어린 자녀들을 둔 

엄마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훈련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거

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힘 있고 단호한 어조로 격양되어 말

씀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겁게 올라오

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

게 되셨다는 전도사님은 앞으로도 주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며 조심히 그러나 자신 있게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난정 전도사님을 앞으로 또 어떤 모

습으로 사용하실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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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개

3부 청년 열린 예배

정 목사는 하버드 의대 교수를 역임한 신경외과의 에벤 알

렉산더(Eben Alexander)에 대한 소개로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저명한 의사로서 영혼이란 뇌의 화학적 작용일 뿐이

며, 임사체험 역시 뇌의 환각이라고 주장해 오던 사람입니

다. 그런데 2008년 뇌염으로 일주일간 죽음을 체험하면서 

영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즉 뇌를 연구하는 

의사이자 과학자가 영혼, 그리고 천국이 실재한다는 것을 증

언한 것입니다.”  즉,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

음이 끝이 아니며, 사후에는 영혼이 천국 혹은 지옥에 가게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죽었을 때 다녀온 천국을 자세히 묘사한 

첫 번째 책 ‘Proof of Heaven’(나는 천국을 보았다·2012)’을 

쓴 후 의사이자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2014년에 발표한 속

편 ‘The Map of Heaven’(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

유승림 기자

지난 1월 15일 오후 3시. 잔잔한 찬양 음악과 함께 주

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3부 예배의 문이 열렸다. 정

용철 목사 인도로 2016년 여름부터 시작된 청년·열린예배

다. 주로 젊은이들이 모였으니 다소 어수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였다. 두 눈을 감고, 양손을 모

아 기도하며 조용히 예배를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곧이어 청년예배라는 이름에 걸맞는 뜨거운 찬양이 이어졌

다. 진현오 목사의 인도로 조태욱· 이승준 형제가 기타를, 최

하늘 자매가 피아노를 반주하고, 김혜선·서주원·윤도연 자매 

등이 마이크를 잡았다. 첫 곡 ‘하늘의 문을 여소서’를 시작으

로 약 25분간 찬양이 이어진 후 예배에 앞서 다시 한번 마음

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기도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정용철 목사는 마태복음 7장 13절~21절의 성경 구절

을 토대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주제로 진정한 믿음

이 무엇인지를 예배자들과 함께 나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와 찬양

[뜨거운 찬양으로 청년·열린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팀]

[정용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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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정 목사는 “마지막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믿음에 대한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서 “그곳에서는 ‘구

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는 사람’ 혹은 ‘구원받았

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등 두 부류의 사람

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은 자신

조차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의 진위가 명

확히 밝혀지리라는 설명이다. 

정 목사는 교회를 단순히 오래 다니는 것, 모태신앙이라는 

것, 대형교회를 다닌다는 것,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구원은 개인

의 문제이며,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라는 믿음과 함께 두 가지 주관적 지표, 즉 회개와 믿음,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 목

사의 설명이다. 예배는 다음 날 또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기에 앞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뜨거운 기도로 마무

리됐다. 청년들은 예배 후 잠시 함께 모여 근황을 나누고, 다

시 4개의 목장으로 나뉘어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는 소모임

을 가졌다. 올해는 백제니 자매가 회장을, 이승준 형제가 부

회장을 맡아 청년부를 이끈다. 

정 목사에 따르면 청년·열린예배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두

려움과 상처 속에, 영혼은 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

이 그 목적이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며,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 없는 상실감을 느끼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간

절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다. 

정 목사는 “뜨거운 찬양의 외침과 묵상을 위한 침묵이 있고, 

말씀선포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그 반응으로 인한 삶의 변

화와 간증이 있다. 찬양팀과 예배 준비팀은 최소 30분 전부

터 기도와 중보기도로 개인의 마음과 예배를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열린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린’ 예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그분의 나라, 그리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걷다가 주님 

품에 안겨 위로받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편집자 주: 3부 예배는 하나님 향한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있고, 말

씀 토대 위에서 성령님의 역사 추구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

배입니다. 매 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정용철 목사님의 인도로 진

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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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절 예배, 목장 발표회(2016.11.20)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예배와 목장 발표회를 통해 감사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갈릴리촌 어르신들의 깊이 있는 찬양

Youth와 선생님들의 ‘위대하신 주’ 찬양, 역쉬 파워 짱!

우리는 다음 차례예요 ~기대하세요!!!

난민 가족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찬양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

구자억 목사 떴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행사보고



47 www.fkbc.org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했던 헤세드 스킷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 - EM Young Adult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 가버나움 4목장 올해는 댄스가 아닌 찬양으로 - 마하나임

남성 중창 - 벧엘촌 가족찬양 - 베다니 2목장

파워풀한 댄스 - VM 모두 썬그라스를 끼고 - 빌립보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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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보고

신년 목자 수련회 (2017. 1.27-28)
2017년에도 변함없이 목장을 섬길 목자들의 수련회가 변화산 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때 보다 진지했던, 유서작성 시간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날씨는 추웠지만, 사랑으로 하나됐던 시간 - 공동체 훈련

찬양으로 하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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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난민 원하는 누구든지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 종합 병원 (2017. 2.25)
올해도 많은 의사분들이 오셔서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수고하신 의사분들과 모든 자원 봉자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상담중이신 선생님

통역으로 원활한 문진이 가능!

혈압측정도 전문 Nurse의 손길로

섬세한 안과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건강검진 후 배고픈 방문객을 위해 분주한 주방

기다리느라 아가들이 지쳤네요

일일종합병원 의료진들! 올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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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선지자

(4) 실로 사람, 아히야

김연갑 전도사

아히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

다. 그는 “실로”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실로 사람” 으로 불렸다. 그는 솔로몬 통치 때부터 

분열왕국 시대로 접어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이다.

[시대배경]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이어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수 많은 정략결혼을 했

다. 그의 후궁들과 첩들은 온갖 이방신들을 가져왔고, 이 일

은 그의 왕궁과 이스라엘 전역을 이교신앙으로 물들게 했다. 

온갖 건축공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솔로몬은 백성

들에게 지나친 과세를 부과하고, 백성들을 공사에 강제 동

원하는 등 악정을 행했다. 다른 종교지도자들이 막강한 권

력을 지닌 솔로몬 앞에서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을 받고, 강한 용기로 솔로몬 왕국의 패망을 예언했던 선지

자가 아히야였다. 

[사역]
성경에 기록된 아히야의 예언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

는 솔로몬 왕이 통치 했을 때 여로보암에게 한 예언이었다. 

이 때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왕상 11:29~39). 당시 솔로몬은 왕궁을 

건설하고, 다윗 성의 갈라진 틈을 보수할 때, 여로보암의 출

중함을 눈 여겨 봤고, 여로보암을 건설현장 감독자로 임명했

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부과한 지나친 과세와 악정으로 인

해 백성들의 원성이 심해져 가고 있었다. 아히야는 솔로몬이 

성 밖으로 나간 사이에 그를 발견하고, 그가 입고 있는 새 옷

을 12조각으로 찢었다. 그것 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

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

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 (왕상 1장 31절)라고 

예언했다. 아히야는 계속 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이유를 

말한다. 백성들이 시돈인들과 모압인들과 암몬 자손의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

문이다. 그는 또한 다윗 왕국이 지속되리라는 다윗과 하나님

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왕국 전체를 솔로몬에게 빼앗지는 않

을 것이라고 한다. 만일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진실로 하

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을 계속 지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아히야의 또 다른 예언은 위에 말한 예언 후 22년이 지난 때, 

여로보암 말기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버림 받았다는 것이

다(왕상 14: 2~8). 이 때 여로보암은 병이 든 아들 아비야로 

인해 근심하고 있었다. 여로보암은 그의 아내를 아히야 선지

자에게로 보내서 그의 아들이 회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

로보암은 아히야가 과거에 그에게 왕국을 약속했기에 다시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

암의 아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녀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히

야에게 알려 주셨다. 그녀가 변장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히야는 그녀를 알아보고, “여로보암의 처여”(왕상 14:6) 라

고 말하면서, 그녀를 맞이하였다. 아히야는 그녀에게 하나님

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로보암의 아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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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악한 길들에 대해 말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왕이 행

한 악한일 때문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했고, 여로보

암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

아가서 왕궁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아들은 아히야가 예언

했듯이 죽었다.

[사역의 특징]
1. 높은 영적 상태: 아히야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서 그

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으로 볼 때,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

다. 그가 처음 전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포함하는데, 첫번째는 솔로몬의 계통이 온 국가

를 계속 적으로 다스릴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여로보암이 새로 세워질 북이스라엘의 첫번째 왕이 될 것이

라는 사실이었다. 왕국의 분열과 다음 왕국의 새로운 통치

자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런 내용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달을 부탁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아히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

히야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고 그에게로 왔으나 하나님이 미

리 말씀해 주셔서, 그는 속지 않았

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을 통해 우리는 그가 하나

님과 가까이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용기: 그가 전한 두 메시지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는 그가 용기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전한 첫번

째 메시지는 솔로몬을 불쾌하게 만들어 그의 목숨을 잃게 만

들었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 일로 인해 여로보암은 위험

해져서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해야만 했다. 이러한 위

협이 아히야 자신에게도 올 수 있었지만, 그는 용기를 가지

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했다. 두번째 메시지에서도 우리

는 그의 용기를 볼 수 있다. 아히야의 메시지는 여로보암을 

불쾌하게 만들어 자신의 목숨이 위협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었으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3. 존경의 대상: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했을 때, 여로

보암이 그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솔로몬도 그

의 예언을 마음에 새겼다. 솔로몬은 선지자 아히야를 죽이려 

하거나, 예언을 무시하지 않고, 다만 여로보암의 목숨을 빼

앗으려고 했다. 두번째 메시지도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히야

의 불쾌한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나중에 여로보암도 

그것을 받아들였다. 모든 왕들이 아히야에게 도전하거나 아

히야의 말을 불신하지 않았다. 야히야가 말한 내용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아, 아히야는 존경 받았던 

사람이었음에 틀림 없다.

[결론]
당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솔로몬 통치시절, 솔로몬 

왕국의 심판과 새로운 왕의 탄생을 예언한 아히야는 대단한 

용기를 지녔던 선지자이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

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후 솔로몬까지 3대째 내려

온 통일 왕국은 아히야의 예언대로 남 유다

와 북 이스라엘로 분열되었다. 그리스도

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부끄러

워지고 있는 이 때, 죄로 물든 역사의 

수레바퀴 한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

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 받았

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

으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고 하

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선지자 아히

야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

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김연갑 전도사님은 South-

Eastern 신학 대학원에서 

Old Testament. Th.M. 과

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 새

가족 사역을 맡고 계십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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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상담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정용철 목사

분노는 가장 파괴적인 죄 중의 하나이다. 분노로 관계

가 깨지고 가정이 해체되기도 한다. 분노는 또한 매

우 보편적인 문제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

거나, 도둑질하고 외도를 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분노의 

문제와 씨름한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서, 부부 사이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날마다 분노

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분노는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일어난다. 누구도 분노하고 싶

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들, 타인의 무심한 행동

들, 언행 등을 통해 우리는 어느 순간 분노라는 파괴적이고 

보편적인 죄를 직면하고 또한 당황한다. 우리가 분노할 때, 

심박 수는 빨라지고 땀이 나고 근육이 단단해 지고 소화가 

안 되고 사고가 왜곡되고, 매우 충동적이 되며 결국은 분노

의 말과 행동을 상대방에게 쏟아 내게 되고 이는 관계의 파

괴를 가져온다.  

분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내가 당한 일을 

겪는다면 나처럼 분노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26을 인용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

다. 그러나 그 구절 뒤 (엡 4:31) 에서 성경은 분명히 분노는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또한, 갈라디아서 5:16에

서는 성령 안에서 걷는 사람은 죄의 성품의 외적 행동인 분

노와 씨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분노는 다른 왜곡된 성품과 마찬가지로 죄의 여러 결과 중 

하나이다. 하와의 범죄 후 그녀는 아담을 원망했다. 분노한 

것이다. 그 죄의 성품은 가인으로 이어져 아벨에게 분노하고 

이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인류는 분노하고 

있다. 분노가 죄의 결과라면 인간적 치료법은 없다. 죄는 하

나님만이 해결하고 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분노를 참거나 발산하라고 한다. 참으라고 하는 쪽은 

분노의 파괴성을 걱정하는 것이고 발산하라고 하는 쪽은 분

노의 내재적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언은 모두 그 일을 수행하는 인간의 능력에 기반을 둔것인

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내적 상처 없이 참을 수 있는 능력도, 

문제를 만들지 않고 발산할 힘도 없다는 것이다. 억지로 참

는 분노는 육체의 파괴를 가져오고 사고의 왜곡을 가져올 뿐

이다. 걸어 다니는 폭탄으로 외적 자극이 가해지면 언제 터

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곡예비행을 하고 살 뿐이다. 참으면 

병 된다고 화를 발산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분노의 근원이 인

간의 악함을 간과한 것이다. 그렇게 발산하면 그로 인한 세

상의 혼란은 어찌할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성경의 가르침은 간단하다: “분노를 버리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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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철 목사님은 South-

Eastern 신학 대학원에

서 Biblical Counseling, 

Ph.D. 과정을 하고 계시

며, 현재 3부 예배와 청

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계

십니다.

하라.” 그게 가능합니까? 물을 것이다. 가능하다. 단 하나님

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변화를 위한 단계들

1단계: 분노를 죄로 인식하라

분노는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처럼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다 

(갈 5:19-21). 분노는 죄이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 죄를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주특기

이시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이라” (행 4:12). 분노의 감정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한 간단

한 방법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자만감에 잡

힌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나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나요?” 그러나 그 분노는 조절되었을 뿐 

해결된 것이 아니다. 가슴과 기억의 저편에 내재하여 있다가 

언젠가 폭발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분노라는 죄의 결과를 해

결할 수 있다. 분노가 죄로 인식되고 고백 되어 질 때 용서와 

회복의 경험으로 이어진다. 

2단계: 분노를 거룩한 감정으로 대치하라 

(the rule of replacement)

당신이 분노의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성결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게 되고 당신

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 5:22-23).

여전히 삶 속에 문제가 있고 부조리를 직면하고 상대하기 불

편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 감

정으로 쓴 뿌리와 조소의 말과 불안, 긴장감, 그리고 폭력적 

행동들을 대치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갈 5:16). 

회개하지 않은 지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의로운 분노를 근거

로 자신들의 분노를 합리화한다. 그러나 인간 분노의 대부분

은 의로운 분노가 아닌 죄성의 표현일 뿐이다. 죄인의 분노

는 회개돼야 하고, 성령의 치환 법칙 가운데 대치되어야 한

다. 분노가 진동하는 사회에 있다. 분노의 짐을 죄를 해결하

신 놀라우신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라. 참된 안식과 쉼이 있

을 것이다 (마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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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속의 여인들

정가원 전도사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레기

차를 운전하는 위대한 운전사가 되어야 한다.” 헨드릭스 박

사의 이 말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을 일깨워 주는 말임을 느끼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이 남보다 더 가지고 더 배우고 더 높은 사람이 되기

를 바랍니다. 더 가지고 다 배우고 더 높아만 지면 인생의 성

공과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

님은 그런 생각들이 거짓된 환상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

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침례요한을 “주 앞에 큰 자”(눅 1:15)로 양육한 어머니

이며, 또 주께서 증거하신 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

한보다 큰 이가”(마 11:11)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양육한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영적 통찰력을 돌아보고, 이 위대한 어

머니에게서 경건한 어머니의 상을 되찾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

사벳 자신이 어떠한 신앙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서 세례 요한과 같은 “아름다

운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나

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 7:18)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사실

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여기에서 자녀교육에 실

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꼭 인식해야 될 것은 어머니들이 “아름다운” 자녀 열매를 얻

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먼저 “좋은 나무” 어머니가 되어야 한

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시켜주며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시간당 8

불 받고 저기서 저런 일 해야 돼.” 또,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

게 “너 커서 뭐가 될래?”하고 물었더니 “아빠, 나 쓰레기차 

운전사 할래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스웨덴 학생들도 장래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대부분

의 학생이 쓰레기차 운전사나 택시 운전사가 되고 싶다고 합

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차 운전사는 아침 일찍 일한 뒤, 종일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택시도 정한 시간만 운전하고 나

면 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식들로부

터 이런 대답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 하시겠습니까? 달라스 

신학교 하워드 헨드릭스 박사는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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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원 전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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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대학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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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를 마친 후, 현

재 사무/여성사역을 

맡고 계십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벳은 그런 사람에 걸맞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나무” 어머니의 기

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참으로 크고 감동

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는 “의인”의 모습

이 그렇게 품위 있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 엘리사벳도 당연히 그렇게 품위 있

고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나무” 어머

니 엘리사벳에게서 세례 요한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

힌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어머니가 알아야할 것을 어머니들이 자식들에

게 가르치려는 것을 먼저 자신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현숙한 자녀들을 원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그렇

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은 이 사실

을 명심하고 그 길을 부지런히 추구해야 합니다. 즉 어머니

들이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즐

거워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행하게 될 때 비로소 “좋

은 나무” 어머니들이 되어 그 자녀들의 정서와 인격에 “아름

다운 열매” 즉 마음의 안정과 긍지, 자신감, 의욕, 희망, 기

쁨, 친절, 인내, 온유와 겸손, 봉사와 협력 등 그와 같은 열매

를 맺히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 살게 될 때 본의 아니게 “못된 나무”의 어머니

들이 되며 따라서  자녀들에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비교

적인 언사와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게 되어 그 자녀들의 정서

와 인격에 “나쁜 열매” 즉 좌절과 분노와 원망과 원한, 열등

의식과 염세적인 생각, 음주, 마약, 자기 연민, 가출과 방탕

과 자살에 대한 생각 등 많은 “나쁜 열매”를 맺히게 할 것입

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된 자는 다시 한번 엘리사벳의 경건

한 삶의 모습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그녀의 행실을 본받아

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눅 1:6).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것은 그 어머

니의 방황하는 믿음과 일관성 없는 행실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의 믿음이 방황하게 되며 행실이 일관성이 없게 되

는 것일까요? 어머니 된 분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믿음과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분은 두려워할 자이심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

게 할 때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입술을 통한 교훈도 존중히 

여겨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하는 때” (딤후 3:1) 즉 영적으로 매우 위

태로운 때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그러한 어두

운 때에 그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

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의 어머니들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딤전 4:7) 한다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딤전 6:3) 유

념한다면 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삼분지 이를 달성한 것

이 된다고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좋은  나무” 어머니가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

나 그것만 가지고는 자녀 교육이 충분한 것이 못됩니다. 왜

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부지런히 그 자녀들에게 하나

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간곡하게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

다. 즉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

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

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7-9).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

라” (딤전 6:4)고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날의 

어머니들이 그때의 엘리사벳과 같이 삶과 행실을 통해 자녀

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보이고 또 

힘써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면 그들은 세례 요한처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대신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

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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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해마다 맞는 신년이지만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시작

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게 된다. 오

래된 나무에 새순이 돋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해를 주셔서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하게 된다. 

이제 미국에 온 지도 4년이 다 되어간다. 꼬맹이들이었던 아

이들도 이제 어느덧 숙녀가 되어가고 패기 넘쳤던 내 모습도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부쩍 눈에 띄는 중년여성이 되어 있

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는 그냥 관념적으로만 대하던 부인

과 질환들이 나의 실생활과 겹치며 환자들의 불편함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 환자들의 무기력함과 우울감,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들···. 한국에서 환자들을 봐오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질환들만 다루려고 했었던 내 젊었을 

적 모습들이 오만함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 더구나  의

료비가 한국보다 월등히 비싸 제대로 된 검사 한 번 받기가 

힘든 미국에서는 환자들의 무력감이 더욱 커지게 된다. 중년

여성들에게 말 못한 고민을 꼽자면 그중에 하나는 당연히 요

실금 증상이다. 빈도로 보자면 우리나라 여성 중 40% 정도

가 요실금의 증상을 경험할 만큼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

다. 나이가 들수록 그 빈도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자가 진단 

요실금의 자가 진단법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

1)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새서 옷을 
적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한 달에 한 번 ③ 일주일에 한 번 ④ 매일

2) 소변이 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① 찻숟가락 정도 ② 속옷에 묻을 정도 ③ 속옷을 적실 정도 ④ 
다리로 흘러내릴 정도

Dr. 최성은

중년 여성들의 고민  
요실금(incontinence)

3)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그대로 속옷에 적신 적이 있
습니까?

① 없다 ② 한 달에 한 번 ③ 일주일에 한 번 ④ 매일

4) 소변을 볼 때 아랫배에 통증이 있거나 항상 아랫배가 불편
하고 소변을 누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① 없다 ② 한 달에 한 번 ③ 일주일에 한 번 ④ 매일

5) 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때, 또는 추운 
겨울에 소변을 속옷에 적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한 달에 한 번 ③ 일주일에 한 번 ④ 매일

이 질문의 답 중에서 ③번과 ④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실

금이나 배뇨통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어 치료를 꼭 받

아야 하는 분들이다.

이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복압성 요실

금은 많은 분이 알고 있듯이 출산이나 노화로 인해 회음부 

근육이 위축되고 약해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그래서 치료는 

먼저 회음부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법을 써서 

치료를 시작하고 3개월 이상 해서 호전이 없을 때는 수술적

인 방법을 시도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두 번째로 흔한 절박성 요실금은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고 화장실에 가는 도중이나 미처 속옷을 내리기도 

전에 소변이 흘러나오는 경우로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차지

도 않은 상태에서 방광이 저절로 수축하여 일어난다. 이 경

우는 방광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

로 방광의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을 써서 보통

치료를 하게 된다. 그 두 가지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를 복합

성 요실금이라고 한다.

이런 요실금 증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자주 다니다 보면, 방

광 근육이 소변이 조금만 차도 예민해 져서 밤에도 화장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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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은 선생님은 한국

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로10년간 일하셨고, 현

재 아이들과 함께 미국

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자주 다니게 되는 빈뇨 현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우선 빈뇨의 원인이 되는 요실금 증상

을 먼저 치료하고 방광을 덜 예민하게 해주는 약물을 써서 

조금씩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써야 한다. 

이렇듯 요실금의 증상들은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하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복압성 요실금은 자기 진단에 따라 얼

마든지 자가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 정도가 너무 심하면 당

연히 수술이 필요하겠지만 심하지 않은 정도라면 집에서 알

맞은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호전시켜 보자. 흔히 알고 있는 

케겔 운동법은 앉아 있는 동안에도 누워서도 수시로 생각날 

때 시도 해볼 수 있다. 먼저 소변을 볼 때 중간에 소변을 잠깐

씩 멈추어 보자. 그러한 느낌을 살려 평소 생활할 때도 수시

로 회음부 근육을 수축하는 운동을 해보는 거다. 복압성 요

실금을 호소하는 대부분은 평소 운동을 잘 안 하고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평소에 꾸준히 걷

는 하체운동을 하여 근육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 게 근본적인 

치료방법일 것이다. 

운동요법

1) 똑바로 누워 무릎을 세우고 손을 배 위에  놓는다.

항문, 요도, 질을 오므리는 기분으로 하복부에 힘을 주고, 1
에서 5까지 세었다가 서서히 힘을 뺀다. 빠르게 하복부에 힘
을 주었다가 빼는 동작을 5회 반복 시행.

2) 다리를 뻗은 채로 똑바로 누워 손을 배 위에 얹고 1번과 
같은 동작을 시행한다.

3) 똑바로 누워 무릎을 세운다.

골반 근육을 수축한 후 허리를 될 수 있는 한 높이 쳐든다. 어
깨, 등, 엉덩이의 순서로 바닥에 내리면서 힘을 뺀다. 이를 5
회 반복 시행한다.

4) 다리를 어깨폭만큼 벌리고 서서 두손을 테이블 위에 놓
는다. 

항문, 질, 요도의 순서로 하복부를 천천히 오므려 1에서 5까
지 세다가 힘을 뺀다. 이를 5회 반복.

5) 똑바로 누워 무릎을 세운다.

먼저 항문, 질, 요도를 오므리고, 앉은 자세를 취하면서, 1에
서 5까지 숫자를 센다.

근육을 오므린채로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가 힘을 뺀다.

그러나 운동으로 치료가 잘 안 되고 정도가 심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수술법은 극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여

러 수술방법이 있지만, 요즘은 간단한 부분 마취만으로 시행

하는 TOT, TVT 라는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플라스틱 

재질의 특수 밴드를 요도의 입구 쪽에 삽입해주어 근육의 지

탱하는 힘을 강화해주는 방법이다.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

진에게 시술을 받고 시술 후에 관리를 잘 받는다면 삶의 질

이 월등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질환이 있든지 자신의 병에 대해 관망하거나 포기해 버

리지 말고 꾸준히 싸워나간다면 해결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터넷상에 산재해 있는 무수한 정보들 

중에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바쁘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면서 가족들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는 

우리 중년 여성들…. 나의 몸에서 보내는 작은 구원의 신호

를 무시하지 말고 어루 만져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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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나들이 가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미국 와서 제일 기억 남는 

일의 하나가 블루크랩 잡으러 다녔던 일입니다.  지난봄에는 

낚시에 푹 빠져서 지냈고 여름에는 겸사겸사 블루크랩도 잡

을 겸 바닷가에 4번이나 갔었네요.  

블루크랩을 찾아 헤맸던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1. 블루크랩이 있는 장소 - 총론
잔잔한 바닷가, 특히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많이 삽

니다. 미국 동부 해안은 지도(59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해

안선 멀리에 퇴적 지형이 자연 방파제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특이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라이트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띄웠죠) 해안선과 퇴적지형 사이 공간을 SOUND 라고 하는

데, 이쪽 바다가 일반인들이 취미로 게 낚시하기에 아주 좋

은 곳입니다. 물론 상업적으로는 조금 먼 바다에 나가는 어

부들이 있겠지만요.

2. 블루크랩을 잡는 계절
http://www.ncwildlife.org 와 https://www.bluecrab.

info/ 들을 뒤져보면 이곳 NC 지역은 4계절 블루크랩을 잡

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웬 블루크랩이냐? 하실 테지

만, 저는 11월까지도 블루크랩 잡으러 다녔습니다.

3. 블루크랩이 활동하는 수온
블루크랩은 바닷물 온도가 영상 20도 정도 되어야 활동합니

다. 즉, 봄 가을에는 한낮~오후쯤 되어 수온이 올라간 후에

야 잡을 수 있고요, 무더운 여름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

기 전 오전 일찍 다니셔야 합니다.

4. 낚시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바다에서 하는 비상업적인 취미활동에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일일이 검사하지도 않고요. 

그래도 우린 미국이 익숙지 않고 영어가 서투르니까, 만일을 

대비해 면허를 갖고 다녀도 나쁠 건 없겠죠? 라이센스는 바

닷가 낚시점에도 파는데, 공식적으로 20달러 내외인 면허를 

70달러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냥 안 샀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http://www.ncwildlife.org 에 가셔

서 결제하시면, 집으로 신용카드 크기만 한 종이가 날아옵

니다. (프린트해서 갖고 다니셔도 됩니다.) DICKS나 Bass 

Pro Shop 같은 용품점에서도 인터넷과 같은 정가에 공식판

매 합니다.

5. 준비물과 낚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곳 카페에 링크된 초이맘 블로그 주인장께서 블루크랩 낚

시 후기를 잘 올려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http://blog.naver.com/choimom6/220488381401 

준비물들은 바닷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Tackle shop에

서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집 근처 도심의 Outdoor 용품점

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게 낚시 용품들은 바닷가 쪽에는 전

문장비들을 많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들이 쓸 만한 

작은 용품들은 오히려 도심 Outdoor 용품점이 낫다는 생각

입니다. 개인적으로 낚시용품점은 Bass Pro Shop을 추천합

니다.

베다니 1 최현섭

블루크랩 (Blue Crab) 낚시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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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블루크랩 포인트
구글맵을 중심으로, 제가 다녀본 곳과 다른 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리스트만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혼자 탐험하러 가

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아이들과 같이 갈만한, 안전하고 

깨끗한 곳입니다. Public park는 찾아가기 쉬운데, 길가나 

바닷가 쪽은 제대로 된 주소가 없으니, 꼭 GPS 위치와 지도

를 직접 참고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 Outer Banks 라이트형제 박물관 근처

2. Surf City - Soundside Park <-- 제가 아는 포인트 중에

서 유일하게 화장실이 있는 public park 입니다. 깔끔

~ 깔끔~

3. Wilmington - Carolina Beach <-- 초이맘 블로그에 나

오는 바로 그 장소

4. Wilmington - Kure Beach <-- 아직 가보진 않았고요, 

NC카페에 후기 쓰신 분이 있습니다.

5. Sunset Beach - Ferry Landing Park

구글위성지도를 뒤져가며 찾은 다음, 좋아 보이는 포인트들

을 직접 가서 보면 다들 사유지였습니다. 

지도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막상 가서 보면 너무 깊거나 지저

분하거나 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전으로 내

려오는 public point들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본인

만 알고계시는 좋은 포인트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귀국하

기 전 이번 여름에도 또 가봐야죠.

주의! : NC 지역 어디나 그렇지만, 따뜻한 여름에는 물에서 

헤엄치며 돌아다니는 작은 뱀들도 있습니다. (바닷가에서는 

딱 한번, 멀찍이 지나가는 놈 봤습니다. 별로 크지는 않고 사

람을 보면 도망가기는 합니다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 쪽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리고 게 낚시 트랩 안에 가끔 물고기들이 걸리는데, 복

어가 참 많았습니다. 사실 생긴 것만 봐서

는 복어인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이따 요

리해 먹을까?’하고 물통에 넣어놨더니, 잠

시 후 배가 빵빵해져서 복어인줄 알았습니

다. 그리고 멀리서 지나가는 작은 물뱀도 봤

습니다.

야외로 다니실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최현섭 성도님은 세

아이의 아빠로, 현재 

UNC at Chapel Hill 

교환교수로 와 계시며 

저희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 편집자 주: 본 글은 NC Visiting 카페에 최현섭 성도님이 

올린 글을 가져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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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 잃고 난 이후의 치료옵션 중에서 지난번에는 브

리지(bridge)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호에서는 틀니

(denture)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브리지가 치아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고정성 보철물(fixed 

prothesis)이라면, 틀니는 입 안에 넣었다 뺐다 하며 사용하

는 가철성 보철물(removable prosthesis)입니다.

틀니는 크게 부분틀니(partial denture)와 완전틀니(com-

plete denture)로 나눌 수 있는데,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서 

만드는 틀니를 부분틀니,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틀니를 완전틀니라고 부릅니다. (그림 1, 2)

치과정보

부분틀니

부분틀니는 주로 치아에 접촉하거나 감싸는 형태의 금속부

분을 이용해 입안에 고정됩니다. (그림 3) 그리고 치아가 없

어진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부분틀니를 만들 수 있

Dr. 이승구

치아관리 110 -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그림3]

[그림1]

[그림2]

습니다.

브리지에 비해서 부분틀니가 갖고 있는 장점은 1) 가격이 꽤 

저렴하고 2) 하나의 부분틀니로 이곳 저곳 치아가 빠진 부

분을 메워줄 수 있으며, 3) 브리지를 만들 수 없는 경우(빠진 

치아 뒤쪽에 치아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분틀니의 상대적인 단점은 1) 매일 탈부착을 반복

해야 하고 2) 관리하기가 좀 번거로우며 3) 부피가 커서 적

응하는 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4) 사용상의 부주의나 오

래 사용함으로 인해 주요 금속 부분이 휘거나 부러져서 고

정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림 4)

부분틀니는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의 플라스틱 소재로만 이루어진 부분틀니가 있

고, 주물로 제작된 금속으로 뼈대를 이루는 부분틀니가 있습

니다. (그림 5, 6) 아무래도 후자의 경우 더욱 견고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자보다 보철물의 수명이 대체로 길며 또 

약간 얇게 만들 수 있어서 착용감이 더 나은 점이 장점입니

다. 반면 제작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단점이겠죠.

* 부분틀니를 착용한 환자의 모습

그림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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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림7

[그림 5]

[그림 6]

[그림 A]

[그림 B]

완전틀니

완전틀니는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착용하는 경향이 있

는데, 충치나 치주질환(잇몸병) 혹은 사고 등으로 치아를 전

부 잃은 경우에 제작합니다. 부분틀니는 치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와 잇몸을 통해 지탱력을 얻습니다. 이에 반해 

완전틀니를 지탱하는 부위는 오로지 잇몸뿐입니다. 완전틀

니의 고정력은, 두 장의 젖은 유리판이 들러붙듯이 틀니와 젖

은 상태인 잇몸의 밀착에서 나오게 됩니다.

치아를 잃게 되면 처음 수년간 그 부위에서 많은 양의 잇몸뼈

가 급격히 손실되며, 이후에도 서서히 잇몸뼈 손실이 진행됩

니다. 이를 잇몸뼈가 녹는다거나 주저앉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림 7) 아래턱 치아를 모두 잃은지 오래된 분은 턱 

뼈가 매우 얇기 때문에, 턱에 충격을 입거나 얼굴 쪽으로 잘

못 넘어질 경우, 턱 골절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아를 전부 잃고 또 그로 인해 잇몸뼈가 주저앉으면, 음식

을 씹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얼굴의 형태가 변

하게 됩니다. 얼굴 근육이 처지고 얼굴의 아래쪽 1/3 이 원

래보다 짧아지며, 입술에 주름이 많이 잡히고 심지어 입술이 

입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발음을 하

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외관상 더욱 나이가 들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틀니는 이러한 문제들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

다. 음식 씹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입술을 안쪽에서 지탱

해주므로 입술이 원위치에 가깝게 자리하게 되며 얼굴의 형

태도 예전과 가깝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보다 나

은 발음도 가능해집니다.



62  www.soomsam.org순례자의 샘터

치과정보

이승구 (David Lee; Gradu-

ated from UNC-Chapel Hill 

School of Dentistry, Cur-

rently working as a general 

dentist)

그런데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 치아 관리가 너무 안 된 환자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완전틀니가 완벽한 해결책인 줄로 오

해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선생님, 충치 때문에 이

가 아파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다 뽑아주세

요. 완전틀니 하게요.” “잇몸병 치료하는데 비용이 너무 들

어가네요. 저 이빨 다 뽑고 틀니 하면 어떨까요?”  

입안에 잘 맞고 잘 붙어있는 완전틀니라 할지라도 음식을 씹

는 힘은 자연치아로 음식 씹는 힘의 10%~25%에 불과합니

다. 고기처럼 질긴 음식을 씹기가 쉽진 않겠죠. 또, 잇몸뼈가 

주저앉으면 잇몸의 형태도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면서 완전틀니가 입안에서 점차 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결

국에는 틀니용 접착제를 사용해야 겨우 붙어있거나 이마저

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음식 씹을 때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심지어 대화 중에 틀니가 입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

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그제서야 환자분들이 가능한

한 치아 한 개라도 더 살려서 최소한 부분틀니라도 하고 싶

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치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시

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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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

지난 호에 건성 피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면 이 번호에
서는 그 반대인 지성 피부(oily skin) 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지성 피부는 피지량이 많아, 이마,코,턱 주위가 번들거리고 
세안후 얼마되지않아 기름기가 좌~ 악. 화장도 오래가지 않
고 모공도 눈에 띄게 큰 것이 특징. 또 피부도 두꺼워 보이고 
피부색도 칙칙하며 여드름과 뾰루지도 잘 생긴다.

지성 피부인 사람들은 체내에서 지방으로 변하기 쉬운 당분
과 지방질은 될 수 있는 대로 삼가는 것이 좋고 과일, 채소, 
물을 많이 섭취하여 유, 수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산성의 화장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도 중요
한 사항이며 조금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성 피부 관리법>

1. 꼼꼼한 클렌징

아침, 저녁 두세 번 세안을 기본으로 Oil Free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폼으로 충분한 거품을 내어 마사지 하듯 원을 그리
며 세안하는 것이 모공을 막고 있는 피지제거에 효과적이다.
미온수로 헹구고 마지막에 찬물로 모공을 조여주는 것도 잊
지 말 것.

2. 기초화장품 제대로 바르기

얼굴에 기름이 많다고 안 바르거나 토너 정도만 바르고 만다
면 큰 오산. Oil Free 제품의 토너, 로션, 크림, 에센스 모두 
빼지 말고 발라야 수분을 유지할 수 있다.

지성피부 관리

빌립보 4 유성희

유성희 자매님은 랄리 Pure 
Essence Aesthetic샵 (민
상이네 헤어샵 안에 위치) 
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3. 마사지, 그리고 팩하기

지성 피부는 앞에서 말했듯이 큰 모공과 블랙헤드 코 주위의 
피지 등이 많은 것이 특징. 억지로 피지를 제거하지 말고 스
팀타월로 모공을 열어준 후 크림으로 마사지하여 모공 속 피
지를 녹여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산성 토너를 발라주어 모
공과 피부 결을 정리해주고 팩으로 마무리해주기.

일반 시트 마스크 팩보다는 Peel Off 팩이 더 효과적이다.

지성 피부는 관리만 잘하면 주름도 잘 지지 않고 노화도 늦
게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며 관리법대로 
잘 따라 하시면 언제나 팽팽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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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                                            *고든 맥도널드 지음

 젊은 세대와 연합해야 교회가 산다!
고든 맥도널드의 목회 50년을 기념한 역작.
전통적인 교회에 변화가 찾아온다면 교인들은 어떻게 할까?
답은 둘 중 하나다. 서로 싸우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 형식과 예배 악기 찬양 선곡과 찬양팀의 옷차림 등 영적 열정이 있는 청년들의 마음과 문
화를 이해하라! 교회의 변화에 따른 좌절감과 상실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혁신과 비전
을 심어주는 책!”

◊  동해물과 백두산이 늘 푸르고 높게                                        *서승일 지음

“21세기 선진 한국의 새로운 스토리는 정직하고 깨끗한 문화국가”
문화국가란, 모든 국민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가운데, 정직, 친절, 근면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대대로 이어져 온 공동체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외국 문화의 장점을 수용할 줄 알고, 법과 질
서를 지키는 청결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국가를 유지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치안과 재난 대책 국토방위가 
물샐틈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의 가치가 확고히 인식된 가운데 적정 수의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출생하여 미래를 받쳐 주어야 합니다. (본문 내용 중)

◊  지구촌 교회의 목장 이야기                                                       *이동원 지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곧 사명이다. 12명의 제자 공동체에게 이 복음화의 지상명령
이 주어진 것이라면, 12명이 다시 12명을 낳는 즉 셀이 셀을 낳는 셀의 분가야 말로 복음화의 가
장 생산적 대안이다. 마태 28:18-20의 지상명령은 개인을 향한 명령이라기보다 교회를 향한 명
령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2001년부터 시작된 목장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
였고 공동체가 변하였고 교회가 변하였고 세상이 변하였습니다. 목장에서 나눈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상처가 화복되고 땅 끝을 향해 나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촌 교회의 목장교회의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신간도서
도서부

봄의 훈풍이 뺨을 스치며 봄의 대지들이 대행진을 외치듯 푸릇푸릇 피어나 살금살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봄비가 겨우내 차갑고 굳어 있던 땅을 녹이듯, 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영혼도 무덤 속에서 부활을, 

십자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 볼 수 있기를 원하며, 새로 나온 신간 몇 권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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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 이단                                                                   * 탁지일 지음

“건강한 교회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다!” 
이 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단은 동 시대의 교회를 비판하며 자신을 새로
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1부에서는 “이단, 교회에게 묻다”는 주제 아래 이단들이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
하는 나를 설득력 있는 도발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개혁이 아
니라 변형되어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숨김없이 노출하고, 이를 통해 사람의 오류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되는 교회의 긍정적 변화를 모색해 본다. 둘째는 이
단 대처다. 최근 이단들은 사회적 순기능을 시도하며 자신들의 종교적 역기능을 회복
시키고 있다.
2부 “교회 이단을 말하다” 에서는 최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단들의 교회
적 사회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복면 뒤에 숨겨
진 이단의 본질을 노출을 시키는 한편 이단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 자원을 위한 공
신력 잇는 이단 정보를 제공한다.
-프롤로그에서 -

◊  IS 는 왜?                                                           * 한상용, 최재훈 지음

그 실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IS!
‘테러 괴물’의 프레임은 왜 생겨났고 이 프레임이 과연 전부일까? 
아니면 서구의 지나친 내정 개입의 산물인가.
“IS”는 잔인하기만 한 중동산 테러 괴물이 아니다!
IS는 이상적 국가를 꿈꾸는 이슬람 급진 사회운동 조직이다. 야망을 위해 종교를 이용
하고 폭력 노선을 정당화 하려는 사상에 사로잡힌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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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도전해 볼만한 요리

맛도 비주얼도 만점인 ‘밀푀유나베’

차
가운 바람의 냉기가 위 속까지 사무쳐 올 때…….

보기에도 고급지고,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따뜻하고 맛있

는 국물요리 없을까? 고민될 때……. 유명 TV 쇼 프로 ‘삼시세끼’

에 나온 에 쉐프 ‘밀푀유나베’ 가 요즘 한창 대세입니다. 이유는 

이름이 어려워도 생각보다 만들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밀

푀유 (millefeuille)’는 프랑스어로 천 개의 잎사귀라는 뜻으로 프

랑스 대표 디저트 중 하나, ‘나베’는 일본어로 냄비에 끓인 요리. 

배추, 고기, 깻잎으로 겹겹이 층을 만들어 끓여낸 샤브샤브와 비

슷한 전골요리를 말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담백

한 국물과 화려한 비주얼의 조화, 너무나 화려해 맛을 물론 보는 

눈과 입이 즐거워지니 집들이나 손님상 요리로 인기 만점인 요리

인 ‘밀푀유나베’.

 가버나움 2 박지수

 재료: ♣ 소고기 불고기 (또는 샤부샤부용) 500g, 배춧잎 10장, 깻잎 20장, 숙주 2/3봉지, 

                느타리버섯 or 표고버섯 3개 – 5개 

    육수: 물 2L, 다시마 2장, 멸치 7-8마리, 무 1토막, 가쓰오부시 장국, 양파 ½개, 건새우 약간

    레몬 폰즈 소소: 간장 3Tsp, 매실청, 간장, 다진 마늘 2Tsp, 식초 1Tsp

[사진출처: http://gong6587.tistory.com/1601]

1. 큰 냄비에 육수 재료 (물 2L, 다시마 2장, 멸치 7-8마리, 무 1토막, 가쓰오부시 장국, 양파 ½개, 건새우 약간)를 넣고 끓인다. 물이 끓

으면 약불로 줄여 30분간 더 끓인 후 육수를 준비해준다. 

2. 밀푀유나베의 주재료인 소고기를 준비하고, 배추와 깻잎은 낱낱이 씻어서 준비한 뒤 숙주나물과 버섯도 준비해준다. 

3. 배춧잎 한 장을 펴고 깻잎 2장 얹고, 깻잎위에 소고기를 잘 펼쳐 얹어 준다. 

4. * 배추-소고기-깻잎-배추-소고기-깻잎-배추 * 이 순서대로 재료를 겹겹이 쌓아 올려 겹쳐 준다. 반복해서 5층 정도 올리고 흩어지지 

않게 3등분으로 자른다. 

5. 냄비 가장 밑에 느타리버섯을 깔고, 숙주나물을 펼쳐서 깔고, 자른 재료들(밀푀유)을 차곡차곡 보기 좋게 담고 표고버섯을 칼집 내어 

가운데에 얹는다. 

6. 재료를 모두 담은 후, 육수를 부어주고, 식탁에 둘러앉아 보글보글 끓이면서 먹으면 된다. 

Tip: 

재료를 켜켜이 높이를 균일하게 잘 쌓기 위해서 냄비 밑바닥에 느타리버섯을 놓아야 해요. 

남은 국물에 밥과 갖은 양념을 넣어 죽이나 볶은 밥을 만들어 먹거나 칼국수를 넣어 먹어도 최고!!!

고급 요리 같아 보이지만 보기보다 요리 초보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밀푀유나베!!

오늘 한 번 도전해 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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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만화

[http://cartoon.godpeople.com/soultoon/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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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교우동정

•지난 교회 소식
10/31(월 ) 할렐루야 패밀리 나잇

11/20(주일) 추수 감사 주일 예배(주의 만찬, 침례식) 

목장/부서 발표회

12/4(주일) 성도 총회  *안건: 2017년 예산안 인준

12/25(주일) 성탄 축하 예배 및 연합 성가대 칸타타 

12/31(목)  송구영신 예배

1/22(주일) 새가족 수료식, 헌아식

1/2(월) – 2/16(목) 신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  

1/27(금) – 1/28(토)   목자 신년 수련회   

*장소: 벌링턴 변화산 수양관

2/7(주일) 화요 여성모임 개강(8주)  

2/19(주일) 봄학기 교육 훈련 개강(10주)  

2/25(토) 제 8 회 일일 종합 병원

3/3(금)-3/5(주일)   마하나임 수련회 

*장소: Fort Caswell 침례교 수양관

•다가오는 교회 소식  
3/26 (주일) 새가족 환영파티

3/21(월)-3/26(토)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25(금) 성 금요 촛불 예배 및 주의 만찬

3/27(주일) 부활 주일 특별 예배(침례식)

4/1(토) 선교 바자회

5/15(주일) 창립기념 예배

•교우 동정
(이주) 유재인/강지연 (가버나움 4) 직장 관계로 월밍턴으로 이주

(결혼) 김명규/이은숙(벧엘 2)성도의 차남 진룡 군과 김수아 양

(소천) 황인순 집사님(갈릴리 3)의 친정 아버님(양재식 성도)

             정유미 사모님의 어머님(김종순 권사)

             이장욱 성도(베다니 1)의 아버님(이춘식 집사)

             최동갑 목사님의 어머님

             문혜영 성도(안디옥 2)의 친정 어머님

(출산) 김세영(마하나임)   득녀(다은)

              현혜원(헤세드)       득남(지원)

              허지민(EM)            득남(영승)

              정행진(베다니 4)   득녀(주원)

(개업) 조성공(빌립보 4) 캐리 H마트 내에 식당(강남타운)

  배성웅(빌립보 2) CK 종합보험(자동차, 집, 비지니스, 생명보험)



교우 사업체 안내  (구인구직문의:  신은선 집사, 919-889-3620)

구두수선
Jin Shoe Repair
김종훈 (919) 286-2509
752 9th St.  Durham, NC 27705

미용,이발,스킨케어
Image by Design
최영분 (919) 676-9499
187 Wind Chime Ct Suite 101

Raleigh, NC 27609

Infinite Cuts
윤혜경 (919) 434-7591
4900 NC Hwy 55, Suite 120

Durham, NC 27713

Pure Essence Aesthetics
유성희 (919) 599-6022
187 Wind Chime Ct Suite 101 

Raleigh, NC 27609

The Med Spa by Cambridge
이영선 (919) 608-1339
7780 Brier Creek Parkway (suit 406) 

Raleigh, NC 27617

병원
Cary Endocrine & Diabetes Center, P.A.
유성은 (919) 378-2332
100 Parkway Office Ct. #112 

Cary, NC 27518

LIM Gene's Dentistry
임진 (919) 954-2273
4050 Wake Forest Rd.  Raleigh, NC 27609

보험
Allstate Insurance
김미강 (919) 560-9000
4837 Suite 10 B. Highway 55

Durham, NC 27713

Charlie Kim Financial Inc
배성웅 (919) 656-6233
www.charliekiminsurance.com

Park Insurance and Realty
박민규 (919) 881-9787
5306 Six Forks Rd. Suite 217 

Raleigh, NC 27609

부동산
City Realty & Investment
박영숙 (919) 280-6250
11812 Leesville Rd.  Raleigh, NC 27613

Kim Tae Hwan Real Estate
김태환 (919) 656-2030
4837 NC 55 Hwy.  Durham, NC 27713

New Star Realty
박용열 (919) 306-4248
2940 Wakefield Pines Dr.  

Raleigh, NC 27614

Park Insurance and Realty
박민규 (919) 881-9787
5306 Six Forks Rd. Suite 217 

Raleigh, NC 27609

세탁소
Beacon Cleaner
박진우 (919) 676-2104 
3951 New Bern Ave.  Raleigh, NC 27610

Executive Cleaner
이준구 (919) 544-4364
1920 Hwy54 Suit 10.  Durham, NC 27713

Glama-O-Rama
권신일 (919) 834-4699
1601-64 Cross Link Rd.  Raleigh, NC 27610

Lin's Cleaner
박순동 (919) 779-2608
245 Aversboro Rd. Garner, NC 27529

Mee Cleaner
조수덕 (919) 380-1713
1226 NW Maynard Rd.  Cary, NC 27513

P&P Laundromat & Cleaners
신용주 (919) 829-9707
3905 Western Blvd.  Raleigh, NC 27606

Prime Cleaner
김종훈 (919) 416-4871
1720 Guess Rd. (Sp#10)  Durham, NC 27715

Quality Choice Cleaner
조용현 (919) 304-5298
1016 Mebane Oaks Rd.  Mebane, NC 27302

식품점 및 음식점
Asuka Asian Bistro & Sushi Bar
김인산 (919) 570-2828
2101 Main St # 104, Wake Forest, NC 27587

Bali Hai
박진상 (984) 200-5100
1545 US-70 Raleigh, NC 27603

Food World
이광식 (919) 680-4282
401 E. Lake Wood Ave.  Durham, NC 27707

H mart 내 강남타운
조성공  
1961  high house rd. Cary. Nc. 27519

Mom's Fish Market & Deli
서대석 (252) 972-4869
301-N Fairview Rd.  Rocky Mt, NC 27801

M Sushi
이명훈 (919) 908-9266
311 Holland Street, Durham, NC 27701

Naturex (이롬황성주생식)
김일용 (919) 306-9770
9905 Treymore Dr.  Raleigh, NC 27617-5203

Sushi Lulu
김문수 (919) 747-9720
3607 Falls River Avenue #117

Raleigh, NC 27614

YoPop 
김영배 (919) 537-8229
1129 Weaver Diary Rd.  Chapel Hill, NC 27514

옷수선
Mee Tailor
조미숙 (919) 924-3452
1226 NW Maynard Rd. Cary, NC 27513

Su Tailor 
고수연 (919) 850-9222 
Ashton Square, 4008-120 Capital Blvd.  

Raleigh, NC 27604

Yoo Tailor
정복순 (919) 460-8252
1309 Buck Johnes Rd.  Raleigh, NC 27606

자동차정비
Moon's Auto Repair & Body
문현남 (919) 803-2074
1311 Beacon Lake Dr. Suite 120  

Raleigh, NC 27610

Carmedix Auto Repair
Jay Huh (919) 607-7799
2105 NC Highway 54 #5 Durham, NC 27713

잡화 및 Beauty Supply
Beauty Supply
민병학 (919) 872-6007
1625-105 Ranold Dr.  Raleigh, NC 27609

Beautysmart
이재은 (919) 484-0065
3825 S. Roxboro St. Ste 146 

Durham, NC 27713

Ebony Beauty
조국태 (919) 688-6642
401 E. Lakewood Ave.  Durham, NC 27707

K Discount Beauty Supply
최병오 (919) 876-5133
4608 Capital Blvd, Raleigh, NC 27604

Nu Fashion Beauty
유인경 (336) 272-7538
1032 Summit Ave., Greensboro, NC 27405

Top Beauty 
나홍렬 (919) 603-1875

604 Granville Corners Oxford, NC 27565

Town Beauty Supply
유광열 (919) 436-5500

1135 N Bragg Blvd. Spring Lake, NC 28390

태권도
Champion Jun Taekwondo
전웅환 (919) 845-1112
6124 Falls of Neuse Rd.  Raleigh, NC 27609

KS Lee's TaeKwondo
이강석 (919) 467-5239
101 Gathering Park Circle suite 103 

Cary, NC 27519

회계
Kim's Accounting Service
김태환 (919) 656-2030
4837 NC 55 Hwy.  Durham, NC 27713

Leonard CPA PLLC
유영숙 (919) 846-5575
701 Exposition Place, Suite 118  

Raleigh, NC 27615

Pawn Shop
Top Pawn & Gold
신남규 (919)460-6002
115 SW Maynard Rd., Cary, NC 2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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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여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읽으신 후에는 

주변의 이웃에게 권하여 주십시오.

Exit 7 Exit 9

Strickland Rd.

Ray Rd

Leesville Rd.

Lynn Rd.

Millbrook Rd.

교회

랄리제일한인침례교회 약도

Creedm
oor Rd.

교회 오시는 길 안내

• From I-540 (I-540를 타고 오는 길)
I-540에서 EXIT 7로 빠져 나오자마자 우회전해서 Leesville Rd로 갑니다.

바로 보이는 첫 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하면 Strickland Rd 입니다.

1.5 Mile쯤 오시다가 Ray Rd 에서 우회전하면 오른쪽에 제일한인침례교회가 보입니다.

• From I-40 (I-40를 타고 오는 길)
I-40에서 EXIT 283B로 빠져 나와 I-540를 탑니다.

I-540에서 EXIT 7로 빠져 나오자마자 우회전해서 Leesville Rd로 갑니다.

바로 보이는 첫 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하면 Strickland Rd 입니다.

1.5 Mile쯤 오시다가 Ray Rd 에서 우회전하면 오른쪽에 제일한인침례교회가 보입니다.

교회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인도자

주일학교

유  아  부 일 오전 11:00 양은혜 사모

유  치  부 일 오전 11:00 이난정 전도사

유년 ~ 고등부(영) 일 오전 11:00 Jessica Mekinny/박성욱 집사

주일예배

1 부 (한어) 일 오전  9:00 최동갑 목사

2 부 (한어) 일 오전 11:00 최동갑 목사

영어 청장년 일 오전 11:00 Rev. Jacob Park

유, 초등부 (영어) 일 오후 11:00 Jessica Mekinny

중, 고등부 (영어) 일 오전 12:00 Rev. Jacob Park

청년 / 열린예배 일 오후 3:00 정용철 목사

화요모임 여성 성경공부 화 오전  9:30 최순옥 사모/정가원

수요모임
찬양과 기도의 밤 수 오후  7:30 최동갑 목사

유년 ~ 고등부 Activity 수 오후  7:30 Jessica Mekinny 

금요모임

영어 대학부(VM) 금 오후  7:00 Rev. Jacob Park

한어 대학원(마하나임) 금 오후  6:30 김영수 집사

중/고등 성경공부(영어) 금 오후  7:00 박성욱 집사

기도회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최동갑 목사 외

중보기도 주일 오전 10:15 최순옥 사모

Pilgrim’s Fountain

8905 Ray Rd. Raleigh, NC 27613 | Phone: (919) 870-9070 | www.fkbc.org

“주님의 꿈과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소서!”

2017 SPRING  VOLUME 28  NUMBER 1

랄리제일한인침례교회
First Korean Baptist Church of Raleigh



“...새영을 너희속에두고새마음을 너희에게주되..”
(에스겔 36:26)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2017 교회 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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