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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서공회가 1 1 0회 정기이사
회를 통해“올해 개역개정판 성경
을 보급한 부수가 그동안 보급해
온 이래 가장 많다”는 것과“해외
성서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 7 %가 증가했다”고 2 5일 밝
혔다.
이날 대한성서공회세미나실에

서 진행된 정기이사회는 회무처
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
통) 신이사로 양병희목사가 소개
됐고, 안창응 권의현 총무가 총무
보고와 사업보고를 했다.
안창응 총무는 보고에서“아프

리카 지역으로의 수출 부수가 지
난해에 비해 5 4 %가 증가했다”며

“아시아와 미주 지역수출도 지난
해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성경번역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 김정우교수, 서
기 김재성교수, 민영진번역자문위
원, 박동현교수, 윤철현교수로 조
직했다”는 것과“오는 2 0 1 0년 세
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대회가 서
울에서 개최되어 이사회의 결의
에 따라 이 대회의 성공적인 진행
을 위해 4 0만불을 지원했다”고 밝
혔다. 

이어 (주)바이블 코리아의 사업
보고와 2 5일부터 새 임기가 시작
되는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대표
로 도은남목사가 이사로 보선됐
다. 
(주)바이블 코리아는 성남에 위

치한 공장을 이전하여 파주에 1 2
월 중 착공하여 2 0 0 9년 8월 준공
할 예정이다.
또한 2 0 0 9년 5월 1일부터 새로

운 임기가 시작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교단대표에 김점동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대
표에 이정익목사, 대한예수교장로
회(고신) 교단대표에 이용호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대표에 안
상호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대
신) 교단대표에 이정현목사가 이
사로 선임됐다. 
이와 함께 찬성회원 대표로 정

진경목사, 정인도목사, 이만영장
로가, 감사로는 문석형장로가 유
임됐다.    
이날 1부 기도회에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전병일목사
(정읍교회 담임)가‘우리의 자랑
(갈라디아서 6장 1 4절)’이라는 제
목으로 설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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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이뤄 나가시는 에
큐메니칼 운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저의 경험을 전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제5 7회 총회가 1 7일 오후
4시 명성교회 열려 김삼환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명성교회 담
임)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목사
는 회장으로 취임하고 난 후 다
섯 가지 사역을 강조했다.
김회장은“에큐메니칼 운동의

생명력을 힘 있게 길러서 한국교
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일에
힘써나가겠다”며“특별히 교회가
복음을 바탕으로 한 ‘증거’의 삶
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논의하고
협의회와 교회가 모범을 보이며,
세계 여러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협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총회 주제처럼 교회가 정

의, 평화, 생명을 이루는 그리스
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며“세계 경제 위기에
섬김과 나눔에 앞장서고, 장애인
과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
리를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함께 하도록 촉구할 것”
이라고 피력했다.
또한“그리스도의 몸인 자연 생

태계의 보존을 위한 환경 지킴이
의 역할과‘생명’에 대한 사회문

제에 대해 기
독교적 관점에
서 응답하도록
하겠다”는 것
과“평화 통일
사업에서도 좋
은 열매가 맺
어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회장는“자신의 신앙

회개 운동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스스로가 자정하는 노
력을 길러냄으로서 우리 민족을
견인해 나가는 예언자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며“무엇보다 스스로
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민족
앞에 바로 서며 모든 질타와 꾸
지람에 겸허히 들을 수 있는 귀
와 겸손한 무릎을 가지도록 기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 C C K의 회장은 회원 교

단 순번제여서 기독교대한복음교
회에서 회장이 나올 차례였다. 그
러나 현재 N C C K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과 에큐메니컬 운동의 효
율성을 위해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가 예장통합측인 김삼환 목사에
게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감리교

의 두 감독회장 중 고수철목사가
감리교의 대표인 감독회장으로
받아들여져 총대자격으로 참석했
다.

한국교회연합운동힘써

교회협회장김삼환목사 취임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2 6회기
대표회장에 김요셉목사가 선출됐
다. 한장총연은 2 0일 오전1 1시 한
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제2 6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원을 선출
했다. 특히 요한 칼빈 탄생 5 0 0주
년 기념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
을 확정했다. 
임원개선과 관련하여 총회는 현

상임회장인 김요셉목사(대신, 사
진)를 대표회장에 자동 추대했다. 
이와 함께 변경된 선거법에 따

라 운영위원회에서 상임회장을
선출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이종
윤목사(통합)와 이용호목사(고신)
를 두고 투표를 실시, 다득표를
얻은 이종윤목사를 상임회장에

선출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공

동회장 최병남 김삼환 이용호 서
재일 장원기 서기 임종수 부서기
김동석 회계 양대석 부회계 서정
숙 총무 이치우 목사 등을 총회서
인준했다. 
신임 대표회장 김요셉목사는

“한국 장로교회의 정체성 회복운
동, 부흥 일치운동에 최선을 다하
겠다”면서“주어진 임기는 1년이
지만 장로교회의 전통을 이어 나
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회장은 특히“칼빈 탄생
5 0 0주년을 맞아 회원 교단간 강단
교류, 연합 기도회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실시할것”이라고 밝혔다.

칼빈 탄생 5 0 0주년 기념대회의
경우 명년 6월 2 1일 서울교회에서
기념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칼빈 공로상 수여 및 학술

행사, 현대 불어판 기독교강요 기
증식, 칼빈흉상 기증식, 칼빈기념
우표 발행, 문진 제작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종윤목사는“우리

신앙의 선조 칼빈이 탄생한 5 0 0주
년을 맞아 기념사업회를 조직하
고 오늘날 사분오열된 한국장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칼빈이 요구했던
장로교의 본질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칼빈 탄생 5백주년 기념사업 본격
한장총연새 대표회장김요셉목사선출

통일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이
2 1일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
하는 기독인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조용기 목사(여

의도순복음교회), 김명혁 목사(한
국복음주의협의회), 박종화 목사
(경동교회), 조동진 목사(조동진
선교학연구소장), 조성기 목사(교
단장협의회 사무총장), 최희범 사
무총장(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
명수 목사( 6 . 1 5남측위원회 경기본
부 상임대표), 양영식 학장(한기
총 통일선교대학) 등 기독인 대표
들과 다수의 기독인들, 그리고 기
독교통일학회(주도홍 교수), 부흥
한국(고형원 대표), 재단법인 모
음(김형석 목사), 평화나눔재단
(김병로 박사), 평화한국(허문영
대표), 한국기독교통일포럼(박영
환 교수) 등 여러 단체들이 함께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우선순위

를 잘 세워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며“김정
일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지나
치게 강조하기보다 협력 지향적
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미국 오바마 정부 선출과

관련, 한반도 정세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며“대
북정책과 관련, 차별화 보다 균형
적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주
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일부 탈북 및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
어야 한다”며“북한은 <통미봉남>
<통민봉관> 정책을 <통미통남> <
통민통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또“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정부예산의 1 %를
한반도 통일을 위해 사용하는 방
향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균형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촉구

남북관계경색우려 기독인성명서

독일 주방명품기업 휘슬러코
리아 (대표 김정호)가 어린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특별
제작된 모금함을 선보였다.
휘슬러코리아는 구세군 1 0 0

주년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친
근한 구세군 마스코트 모양의
대형 모금함 1 0 0개를 구세군
측에 전달하고, 아역배우 박지
빈 군, 서신애 양을 어린이 명
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올해 새로이 제작된 구세군

마스코트 모금함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기부 문화 전파
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학교 인
근, 서점, 놀이동산을 비롯한
전국 도심 곳곳에 비치될 예정
이다.
또 모금함 기증과는 별도로

휘슬러코리아(대표 김정호)와
휘슬러코리아 전 종사자들이 1
억 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 최
적의 주방 환경에서 소외계층
을 도울 수 있도록 밥차를 제
작해 전달할 예정이다.
2 6일 구세군 대한본영 앞에

서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구세

군 1 0 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어린이들이‘인간케익’의
형상을 이루는 퍼포먼스 등 다
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휘슬러코리아 김정호 대표는

“어린이들이 이웃사랑을 자연
스럽게실천할 수 있는 나눔 문
화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램에
서 어린이 전용 모금함을 제작
하게 됐다”며“앞으로도 구세
군을 통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
는 한편, 다양한 사회공헌 활
동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휘슬러코리아는 40 년 동안

써온 낡은 자선냄비 전격 교
체, 기증한 2 0 0 4년 이래 2 0 0 5
년 관공서 및 소매 상점에 비
치할 수 있는 미니 자선냄비,
2 0 0 6년 상시 모금할 수있는
365 사랑의 모금함, 지난 해에
는 기업체에서 손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기업형 자선냄비
를 기증하며 5 년째 구세군에
자선냄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유현우 기자

구세군 1 0 0주년 기념
휘슬러, 어린이전용모금함 기증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
장ㆍ곽선희 목사)는 국군장병의
신앙전력화를 위해 동절기「사랑
의 온차 보내기」를 지난 1 9 9 0년부
터 매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진행
하고 있다. 
본회 중앙본부 및 전국 1 6개 지

회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후원
으로 육ㆍ해ㆍ공군부대 약 1 , 0 2 0
개 부대 중 GOP, 해안ㆍ강안, 일
반부대(대대급)를 기준으로 커피
와 1 7곡물 율무차를 전달하고 있
다. 매년 성탄절 전후에 이루어졌
던 온차 전달이 올해부터 1 1월로
앞당겨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랑의 온차 전달은 각부대로

보내진 공문에 첨부된 인수증을
가지고, 중앙본부 및 각 지회를

정한 날에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장병들의 사랑을 받았던

1 7곡물 율무차와 커피를 3개월간
쓸 수 있는 물량을 전달, 총 소요
예산은 약 2억5천만원이다.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물가와

커피를 시중 최고급 제품으로 전
달하므로 1개부대당 전년도보다
약 5만원 증액된( 1개 부대 2 5만
원, 1개 사단 약 6 2 5만원) 기준이
다.
전달은 선 모금 후 보급을 원칙

으로 후원교회 및 단체가 군부대
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일대
일 전달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중앙본부는 2 7일 군선교연

합회 세미나실에서 전달감사예배
를 드린 후 2 8일까지 전달함으로
써 사랑을 전했다.

“국군장병들에게격려와 위로를”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후원 절실

기독교 문화와 예술선교에 공
헌한 사역자에게 수여되는‘한기
총 문화예술선교대상’후보를 1 2
월 1일까지 추천받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문화예술
위원회(위원장 윤항기 목사)는
전체회의를 갖고‘제7회 한기총
문화예술선교대상’시상식을 1 2
월 4일 예정된‘한국교회의 밤’
행사시 갖기로 하고 선정위원회
를 구성하는 한편 1 2월 1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기로 했다. 
후보추천 요건은 기독교 문화,

예술 부문으로 선교에 기여한 공
이 있어야 하며, 항존직을 원칙으
로 해당분야에 1 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기총 임원 또는 회원 교
단장·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청양식은 한기총 홈페이
지( h t t p : / / c c k . o r . k r )에서 내려 받
을 수 있다. 
지난 2 0 0 2년 제정된‘한기총 문

화예술선교대상’은 2 0 0 2년 제정
됐다. 그간 이영무목사 김철용장
로 여운학장로 최공열장로 신상
언선교사 이기원장로 임동진목사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제7회 한기총 문화예술선교대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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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곤 목사“기독당과 선 그었다”

군포시 성시화 운동에 매진하
고 있는 문화교회가 이태우목사
위임식을 갖고 제2의 도약을 선
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교회는 2 2일

목사 위임식과 함께 장로장립, 안
수집사 및 권사 취임식을 거행했
다. 
1부 예배는 서태식목사의 기도

에 이어 오윤모목사가‘갑절의
능력주소서’란 제목으로 설교했
다. 오목사는“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
믿는다”면서“교회가 새롭게 단
장되어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
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새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성
품이다”면서“이 모습으로 새롭
게 단장 되길”축복했다.
오목사는 특히“성령 말씀 낮아

짐의 역사가 온 교회에 불타오르
길 바란다”며“하나님을 신뢰하
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달란트

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박성신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2

부 담임목사 위임식은 목사, 교인
들의 서약, 공포, 위임패증정, 성
선경목사의 권면, 이태우목사의
답사 등의 순서를 가졌다. 
성선경목사는“예수님이 만약

오신다면 당신과 동질감이 있는
교회, 성도들을 찾으실 것이다”면
서“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 겸손하게 지역을 섬
기는 교회되길”당부했다. 
이날 예배서는 또 김계봉목사

가 축사를, 신현기목사가 격려사
를 전했다. 
김목사는“사랑을 발휘하여 나

누고 덕이있는 인관관계를 맺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문화교회 원
로목사인 신목사는 “한 순간도
말씀에서 떠날 수 없듯이 말씀
안에서 지성 있는 성도들이 되
길”피력했다. 
이태우목사는“한 영혼을 사랑

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
인지 깨달았다”면서“한국교회에

영향력을 주는 목회자, 예수 그리
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
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우목사는 충남 논산 강경

에서 출생하여 중앙대학교와 합
동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한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 편목과정
을 수료했다.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1 1년간 부

목사로 섬겼으며, 프리셉트, QT학
교, 제자훈련, 하프타임, 아버지학
교, 직장인학교, 이단문제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임직
자들은 이날 교회에 봉고차를 헌
납했다. 
최낙현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
성된 일꾼, 선한 청지기의 삶을
통해 담임목사님의 신실한 동역
자로, 성도님들에게는 신앙의 본
이 되도록 힘쓰겠다”면서“앞으
로 교회의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 받
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교회이태우목사위임제2의도약

김준곤 목사( 8 5세, 성시화운동
총재)가 기독당과의 분명한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김준곤 목사는 2 4일“그동안 기

독교의 사회책임과 정치권 복음
화를 위해 기독당을 모럴서포트
(도덕적, 정신적 후원)를 해왔으
나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밝
히고“대선에 출마할 때 이미 기
독당과 선을 그었다는 것을 말했
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이제부터는 개신교

와 가톨릭의 평신도들을 중심으
로 신앙심과 애국심과 양심을 함
축한‘신애양운동’을 전개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또“그동안 해

온 기독교 투표참여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신앙심, 애국심, 양

심을 가진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며“기성정치인이든
지, 새로 입후보 할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신·애·양 캠페인에
서약한 사람에게 투표자들이 빠
짐없이 기도하고 투표하는 캠페
인을 전개해서 한국 정치를 바꿔
야 한다”고 말해 기독당과 선을
긋더라도 민족의 입체적 복음화
차원에서 정치권의 복음화를 위
한 활동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김 목사는“한국 기독 정치인들

부터 정당보다 국익을 생각하고,

신앙과 양심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신·
애·양 캠페인은 기독교나 교회
가 아니라 전 기독교인들이 나서
야 한다. 대대적인 정치 혁명 차
원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해야 한
다”고 말해 신애양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임을 밝
혔다. 
김 목사는“애국심과 양심과 신

앙심으로 존경받는 후보자들이
열 명만 뭉쳐서 미국 건국의 조
상, 청교도 서약, 안중근·유관순
같은 애국심으로 아브라함 링컨,
윌버 포스, 덴마크의 그룬드비 같
이 헌신, 순국, 순교 각오로 하면

크리스천 정치혁명이 가능하다”
며 이 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
도록 도전할 생각임을 밝혔다. 
김 목사는 기독교 투표참여운

동도 계속할 생각임을 밝혔다. 김
목사는“지금 한국 정치는 표를
얻으려고 돈을 쓴다. 상대방을 음
해하고 중상한다. 이전투구와 권
모술수, 이합집산, 지역주의, 정글
의 생존싸움이 벌어진다”고 비판
했다. 
이어“개신교와 가톨릭은 교파

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함께 하
기는 어렵다. 또 목사나 신부들끼
리 연합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평신도들끼리는 신앙심, 애국심,
양심에 일치된 일을 위해서라면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총회부흥사회 회장에 허동
석목사가 추대됐다. 
이와 관련하여 부흥사회는 1 4

일 서울성은교회에서 제2 1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이사엘목사의 사회

로 함인주목사의 기도, 조나단목
사의 설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목사는“주안에서의 기쁨이

제일이다”면서“일평생 영적 기
쁨을 누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목사는 또한“우리는 부흥사

로서 내 스스로 겸손하게 감사함
으로 부흥운동에 나서야 한다”면
서“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봉사

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성령으로 봉사하는 부흥

사들이 되어야 한다”며“하나님
을 신뢰하고 끝까지 경주하여 한
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부흥사들
이 되자”고 피력했다. 
2부 정기총회서는 임원선거와

안건토의, 신입회원 소개, 차기모
임 장소 선정 등의 회무를 처리
했다. 
임원선거에서는 현 대표회장인

허동석목사를 만장일치 박수로
재추대했다. 
허목사는“미약하고 부족하지

만 교단과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
어가는 부흥사들이 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목사는“교단 내에서 인정받

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

겠다”며“부흥사 회원들의 유대
관계 강화, 자질향상, 미자립교회
부흥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
다.
한편 부흥사회는 오는 2 0 0 9년 1

월 둘째주 금요일 성은교회서 신
년하례식을 개최키로 했다.

최성주 기자

“신구교 평신도 중심의 범국민적‘신애양운동’전개하겠다”

부활절 주일을 나흘 앞둔 목요일은 예수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한 날로 기독교
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
수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나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인들은 이 말을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무로 해
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같은 계율을 따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몇
주일 사이에 적어도 6명의 미국인 선교사가 살
해됐습니다. 4명은 이라크에서 목숨을 잃었고,
2명은 우간다에서 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선교사들과 그 후원자들은 복음을 전파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VOICE OF AMERICA, 2004년6월 4일). 
무슬림들의 반미 감정으로 새무엘 헌팅톤이

예견한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문명의 충돌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중동지역의 선교
사들은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한국교회의 선교
기회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기독교선교가 어려웠던 중동

과 모슬렘 지역에 이번 전쟁으로 인해 선교의
문이 더 닫힐 가능성이 많다. 비록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미국의 말대로 이라크 국민들
을 후세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
나고 이라크 안에 좀 더 자유로운 정권이 들어
선다 할지라도 미국과 부시대통령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을 선포한 전쟁에서 진 이라크사람
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1 9 0 0년 세계인구대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3 4 . 4 %이던 것이 2 0 0 3년 현재 3 3 . 1 %로 줄어든
반면, 세계인구대 모슬렘 인구의 비율은 1 9 0 0
년 1 2 %이던 것이 현재 2 0 . 3 %로 증가했고 2 0 5 0
년이 되면 2 4 . 5 %가 될 전방이다. 사무엘 헌팅
톤이 말한 대로 문명이 충돌이 종교 간의 충돌
로 이어지고 그 대표적인 충돌이 기독교과 이
슬람의 충돌이라면 미래 사회에 기독교와 이슬

람의 충돌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이슬람의 우월
로 나타날지도 모르고, 이것은 단순한 이슬람
문명에 의한 서구문명(기독교문명)의 지배 차
원이 아니라 기독교 존재 전체에 대한 위협으
로 나타날 것이고 결국 기독교와 모슬렘은 생
존을 위한 극단적 대립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
다. 이젠 서구의 선교사들이 모슬렘권에 선교
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선교사 개개인이 가진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구도가 그렇게 만들었다. 서구와
모슬렘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게다가 서구교
회에서 파송되는 선교사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고 있다. 

그러나 서구와 모슬렘의 긴장은 2 / 3세계의
교회들에게 새로운 선교적 도전과 기회를 가져
다 준 것이다. 
이미 전 세계 기독교인중 중 반 이상이 서구

가 아닌 2 / 3세계에 살고 있다. 2/3세계교회에
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다. 이미 한
국은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가이다. 10여년
전만해도 선교사가 되기 좋은 조건을 가지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었
다. 미국 여권을 가지면 선교하기 힘든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는 정 반대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를 방문하거나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여권
은 바로 한국인 여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
리에게 주신 기회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
황에도 기회의 문을 닫으시지 않는다. 한쪽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회의 문을

여시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오늘의 세계의 위기와 긴장은 우리 한

국교회에게 더 많은 책임과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각 시대를 살아가는 각 그리스도인
은 그 시대에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
다. 오늘날 세계의 선교 환경 속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이러한 과제를 감당하
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한철호, 2004.2). 
이러한 인식 가운데 2 0 0 4년 4월 이라크의 팔

루자에서 한국복음주의총연맹 소속 7명의 목회
자가 납치되었다 풀려났으며, 6월에는 이라크
선교를 꿈꾸던 김선일 씨의 피랍,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슬람권에 적절하지 않게, 교회와 신학교 사
역 등을 펼쳐나갔다.”“한국교회가 이라크 선
교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소리를 크게 내고 있
다”는 비판적 보도가 연일 계속되었다. 이 사
건으로 선교사는 물론 현지 거주하던 한국인이
대부분 이라크를 빠져나오는 사태를 맞으며,
이라크 복음화에 꿈에 부풀었던 한국교회는 더
넓게 이슬람 선교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마련
해야할 계획을 세워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
다. 그러나 이런 반성의 목소리는 얼마가지 않
았다. 김선일 씨의 죽음은 순교자로 미화되었
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교회의 공격적 선
교는 재개되었다.  
이라크의 무자히딘들이 한국인 김선일씨를

붙잡아 죽였던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가 결코 기독교 선교사였기 때문이 아니었

다. 그의 종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의 국적이 문제가 되었을 뿐이다. 한국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큰 군대를 이라크
에 파병하는 나라이다. 그렇게 큰 군대를 파병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익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는 기독교 순교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순교자이기도 하다(정형남,
2 0 0 4 . 6 . 2 8 ) .
중동은 어느 지역보다 선교에 있어 위험한

지역이다. 미국 국무부 장관인 콘돌리자 라이
스(Condoleezza Rice)는 미국무부의‘국제 종교
자유 연례 보고서(The 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를 발표하는 자

리에서, 종교 자유 상황의 개선은 테러리즘을
자극하는 무관용과 증오를 없애려는 노력과 깊
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
에 따르면, 예배를 드리는 처소도 종종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슬람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

라크 사회에서 더 심한 압력과 폭력을 받고 있
는데, 이들은 소수 그룹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으로 신변 안전의 여러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
이다. 지난 2 0 0 6년 7월부터 2 0 0 7년 6월 사이 3 8
건의 종교적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었다(미
국무부, 2007.9.14).  
둘째는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로, 2007년 6월

발생한 샘물교회 선교단 피랍 사건은 공격적인
선교 방식에 대한 성찰을 한국사회에 불러일으
켰다. 2001년 9.11 사태가 일어나면서 결코 열
리지 않을 것으로 여겼던 철옹성 같은 아프가

니스탄이 미국과의 전쟁으로 탈레반이 축출되
면서 2 0 0 2년 초부터 급격히 열리기 시작하였
다. 이에 선교지향적인 국제 NGO 들이 들어오
면서 각 사역의 영역을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선교단체들도 N G O의
형태로 아프가니스탄에 적극적으로 진출 하였
다. 샘물교회 선교단을 이끌었던 한민족복지재
단도 선교를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는 한국사회에 뜨거

운 선교논쟁을 일으켰다.   일반 시민과 사회
에서도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금지 국가에 들
어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교회와 교인들의 선교활동에 비난을 퍼
부었다. 더욱이 선교활동 때문에 실질적인 도
움이 필요한 구호활동마저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이 같은 여론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한국선교연구원 문상철은 9·11 테러 뒤
한국 종교인들은“미국이 중동 정치 지형을 군
사력으로 강제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후유
증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그는“한국군이 한-미 동맹이
란 질긴 인연의 끈에 매달려 이라크나 아프간
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미국의 아프간
침공과 이라크 침공에 부역을 하지 않았다면,
납치 사건이 없었을까를 물으며, 한국군이 이
라크나 아프간에 파병되지 않았더라도 납치 사
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천수연은“해외선교, 이제는변해야한다”며
다음과 같이 한국사회와 교회의 목소리를 전하
고 있다.  
피랍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는 단기적이고 이

벤트성이 강한 선교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에는 한 목소리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
활동 금지라는 표현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
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정부가 탈레반과의
공식합의에서 기독교선교 금지라는 조항을 합
의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경에 비추

어 어느 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다. 대신 지금의 선교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철
저한 준비를 통해 선교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
이 국내 선교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글/ 안상준 사관 <다음호 계속>

한국의 중동선교에 대한 역사적 고찰( 1 2 )

“교단과 한국교회 이끌어갈 부흥사 될 것”

대신부흥사회 대표회장 허동석목사 추대

지금의 선교방식 대폭 개선, 철저한준비 통해 선교 계속해야

장로장립 안수집사 권사 취임

한국교회의 사회신뢰도 여론조
사 결과“불신 받고 있으며, 단절
된 소통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됐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한 한
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9 0점 만점에“4 0 . 9 5 ( C - )”으로 평
가됐다. 기윤실은 여론조사에 대
해“자기반성과 갱신을 위해 불
편하지만 꼭 감당해야 할 과정”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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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 크리스천데일리뉴스

8년간 한국교회의 대변과 홍
보,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한
한국교회언론회가 제 5대 대표
인 김승동목사(구미상모교회)의
취임 감사예배를 2 1일 드렸다.
김승동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나는 자다가도 일어나 내가 이
일을 어찌 하겠는가?라고 하나
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고, 성도들과 신앙의
동지들과 사역의 동역자들의 도
움으로 이 일을 하게 된다는 다
짐을 한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지난 번 S B S사태대

책위원장으로 임할 때도 8명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매일 금

식하며 기도했다”며“교인들의
기도에 힘입어 이러한 일을 하
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기독교의 정체성이 흔들

리고 기도의 눈물이 마른 어려
운 시대에, 교회의 정체성 수호
와 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다짐했다. 
이날 취임 감사예배에는 각계

인사 5 0 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대준비위원장을 지내고 한국
대학생선교회 총재를 맡고 있는
김준곤 목사는 설교를 전했다. 
김준곤목사는“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포위된 느낌이다. 그리스
도의 봄이어야 하는데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며“이제
는 교회도 믿음과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대로 되는 성서적인 행
동과 함께, 교회를 방위해야 할

시대이다”라고 피력했다.
또한“교회를 향한 잘못된 비

난에 대하여는, 모이면 살고 흩
어지면 죽는다는 교훈으로 각오
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
면서“이렇게 중요한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필요하
고 적절하게, 김승동목사가 믿음
의 용기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한 파수군의 역할을 해 줄 것

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격려사에서 NCCK 직전회장인

임명규목사는“교회가 불의와
어둠과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
게 대처해야한다”며“하지만 스
스로도 자정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는“한기총 대표회장으로 한국
교회언론회의 활동을 늘 지켜보
고 있다”며“비 진리의 교회에
대한 도전을 막고, 교회를 지키
는 한국교회언론회가 될 때 하
나님께서 역사도 이루시고 복도
내리신다”고 전했다. 

유현우 기자

한국교회언론회제5대 대표 김승동 목사 취임

“교회의 정체성과 진리수호를 위해파수꾼이 되겠다”

한국교회사회신뢰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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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윤상호
목사, 이하 부기연)가 부천시 원미구 상
동에 회관을 매입하고 부천시 복음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김창욱목사(성
수교회, 사진)를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부
천시의 번영과 복지, 성시화를 위한 도약
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사장 김창욱목사는 1 5일 부천시기독

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이사장 취임식에서
“교회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써 침
체된 한국교회에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
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을 것”이라며“이 사회를 살리
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특히“부천시의 기독교인

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생활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애국심으로 부천
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부기연은 부천시 지역 교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 내의 정통목회를 보호하

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목회
자들이 연합과 유대관계 강화에 적극 나
서고 있다. 
김 이사장은“회원교회들의 영적 성숙

과 화합을 위해서는 강단교류를 적극 추
진해 부천시 교회일치를 위해 힘쓸 생각”
이라며“이를 위해 정통교단 내 각 교회
간의 강단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을 밝혔
다. 

이밖에 다양한 문화사업을 활발하게 펼
치며 각종 문화활동을 통해 복음을 증거
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시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부기연은 오는 3 0일 오후7시에는 복된

교회에서 성탄점등예배를 드리며, 명년 2
월 1 5일 시청앞 광장에서 사랑의 쌀 나누
기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입당감사예배 및 이사장 취임식은

김원교목사의 사회로 이호성목사의 기도,
차군규목사의 설교, 이신교목사의 축도,
이남웅목사 홍건표장로의 축사 등의 순
서가 진행됐다. 
회관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1월 총회장

이 회관건립사업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
위원장에 김창욱목사 준비위원장에 김원
교목사 등을 선임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4월에는 회관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9월 제3 8회 1차 임시총회서 이사회 정관
및 이사회 조직을 승인하고 1 0월 등기를
완료했다.

부기연이사장김창욱목사취임

예장대신총회(총회장 김명규목사)가 농
어촌 미자립교회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어촌선교회(회장 엄용식목

사)는 1 7일 새중앙교회에서 후원이사의
밤을 열고 농어촌교회 발전 및 부흥을 위
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엄용식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서

는 김명규목사의 설교, 고창곤 최순영목
사의 격려사, 임석순목사의 축사, 오윤모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장 김명규목사는 설교를 통해“농

어촌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 교회가 살
수 있다”면서“농어촌교회 선교를 위해
투자·헌신·희생 없이는 안된다”고 말
했다.
김목사는 또한“모든 것의 기초는 농촌

이다”며“다시 한번 일어나 농촌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시작하는 농어촌선교회가

장차 큰 일을 감당하는 비전 있는 선교회
로 축복해 주실 줄 믿는다”고 덧붙였다.
고창곤목사는“농촌교회를경험하며 풍

경 속에 가난이 있는 것을 느꼈다”면서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이 힘을 얻도록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예배서는 또한 고창곤 민경진 오

윤모목사 등 후원이사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대신 농어촌선교회는 농어촌 미자립교

회 지원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회장 엄용식목사는“농촌을 위한 후원

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면서“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목사는 또한“분명한 목적의식 아래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면서“도농간에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주
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농촌에는 분명 도심교회 못지않

은 영성이 있다”며“도시교회와 함께 하
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농교회 모두가 유
익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이사장조용기 목
사)은 동절기를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
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
동용품(연탄 또는 유류상품권, 쌀, 김치)
을 가정까지 직접 전달하여 예수 그리스
도의 사랑을 전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2 5개 구청과 경기

6개 시(부천, 안산, 안양, 수원, 성남, 김
포)에서 추천을 받은 저소득층 5 0 0가정을
수혜대상자로 모집을 완료, 이들에게 각
각 연탄 1 0 0장, 쌀 2 0㎏, 김치 1 0㎏을 지
원했다.
‘So hot, so happy' 김치 담그기 행사와
택배 자원봉사단 발대식과 전달식은 2 7
일 오전 9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 광
장 앞에서 열렸다.
사랑과행복나눔 이사장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선교회 회원들과 함
께 직접 김장을 담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은

쌀과 김치, 유류상품권을 선정된 서울시
와 수도권 일대 수혜자 가정에 직접 배달
했다.
또한 연탄나눔행사는 여의도순복음교

회 청년국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했다. 
사랑과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조용기 목

사는“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용기를 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제5대 본부장(임기
2년)에 최홍준목사(호산나교회)가추대됐
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는 2 0일 오전1 1시

해운대 마리나뷔페 오륙도홀에서 가진
2 0 0 8년 정기총회에서 3 0여 교회 담임목사
등 6 0여명이 모인 가운데 5대 본부장에
최홍준 목사를 비롯, 수석부본부장에 김
태우목사(신평로교회 담임)를 합의 추대
형식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동안 손규하목사(평화로교회)가맡아

수고하던 사무총장은 안용운목사(온천교
회)가 맡을 예정이며 사무국장 유임근목

사는 그대로 계속 직무를 하게 됐다.
최목사는 신임 본부장 수락연설에서

“부산이 성시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미자
립교회와 개척교회들이 부흥해야한다”며

“개척교회 살리는 일과 직장선교회 등에
힘을 실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교인들의 대형교회로의 수평이동

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라며“부
산교회의 8 0 %에 이르는 미자립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성시화본부가 앞장설 것”을
분명히 했다. 이는 그동안 대형집회 위주
에서‘지역교회 살리기’와‘직장선교회
살리기’로 성시화운동본부의 사역방향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의‘사
랑의 쌀’등 대사회운동이 더욱 탈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필도목사는“본부장을내려놓지

만 수영로교회는 지금보다 더 부산성시
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것”이라며“개
인적으로 부산을 넘어 전국과 해외를 누
비며 성시화운동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에서 1

부 예배시간에 말씀을 맡은 오영만목사
(부산성시화수석부본부장. 안락교회 담
임)의‘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우리는 다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야 하지만 특히 목회자들이‘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사랑과행복나눔 월동용품 전달

자원봉사자들5백여가정에 연탄과 쌀, 김치 직접 전달

선물은 전하는 사람의 사랑과 정
성을 담은 마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의 선물은 더욱 의
미를 더한다. 
한국교회에서 임직식이나 새생명

축제, 전도의 날 등 초대된 사람들
을 위한 가장 흔한 선물이 수건이나
우산이다. 
그러나 정성을 표현하기에는 2 %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믿음의 기업 주안스테인레스(대표

이계윤장로)는 이러한 현실에 착안,
건강과 마음을 선물하는 제이손 진
공젓가락을 한국교회에 선보였다. 
지금까지의 젓가락은 숟가락과 함

께 입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도구임
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면만 강조
되어온 측면이 많았다. 
주안스테인레스는 이러한 점에서

탈피해 인체공학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기존 나무젓가락의 비위생적인
면과 쇠젓가락의 무거움을 완벽히
해결한 진공젓가락을 개발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하여 제품을 제작 공급
하고 있다. 
제이손 진공젓가락은 젓가락 속이

비어있어 매우 가벼운 것이 특징이
다. 무게는 나무젓가락만큼 가벼워
손가락과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아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다. 
또한 가볍고 도톰하여 젓가락질이

편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속이 비어
있는 특수성 때문에 손으로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사람의 체온과 같아
진다. 
이와 함께 건강을 고려하여 설계

된 제품으로 위생적이다. 
젓가락을 식탁에 놓았을 때 젓가

락 끝이 식탁면에 닿지 않게 설계되
어 젓가락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아
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세
제, 각종 세균, 냄새 등을 우려할 염
려가 없는 위생적인 젓가락이다. 
특히 속이 비어있어 열전도가 되

지 않아 튀김, 조리용으로 안성맞춤
이다. 
뜨거운 기름에 타지 않고, 곰팡이

로부터 해방되는 튀김젓가락이다. 
무엇보다 상식을 버린 새로운 개

념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제이손
진공젓가락은 스테인레스 젓가락의
위생과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장점, 나무젓가락의 가볍고 편안한
장점만을 결합해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깔끔한 디자인으로 매

일 사용하는 이들의 시각적 효과를
높였다. 
대표 이계윤장로(창조중앙교회,

서옥임목사)는“한국교회를 위해 봉
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
던 중 제이손 진공젓가락을 제작하
게 됐다”면서“하루 3번 사용하며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신 주님
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장로는 특히“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
업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 0 0 3년 설립된 믿음의 기업 주안

스테인레스는 IMF 한파로 회사가
부도 처리되고, 모든 것을 백지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5일 동안

금식기도하던 이계윤장로에게 하나
님께서 맡기신 기업이다.
당장에 먹고 살 길도 막막한 가운

데 1천 만원을 빌려 시작한 기업이
지만 이장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
하며 제품연구와 제작에 들어갔다.
눈물의 기도와 노력끝에 완성된

진공젓가락은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
고, 쉐라톤 워커힐 호텔,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제이콤, (주)동우, 주안
장로교회, 새문안교회 등에 납품, 드
라마 식객을 비롯해 TBN 교통방송,
SBS 라디오방송 등에 협찬하는 인
기 상품이 됐다. 
이장로는“지하 수천K m를 내려간

것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피할 길을 주셔서 지
금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앞으로
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를 통해 일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장로는 또한“기업의 이윤을 선

교와 구제사역에 사용할 것”이라며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이손 진공젓가락은 한국교

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할
인혜택을 적용, 저렴한 비용으로 선
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문의/ 02-383-0288 
h t t p : / / j i n g o n g 1 1 . c o m

제이손 진공젓가락 전도용품으로 인기

도농교회 자매결연 함께 성장하는 발판

기독교 문화 확산 주력, 빛의 역할 감당

믿음의 기업 주안스테인레스 나눔 섬김 활발

한국교회 위해 파격가로 공급 가격부담 없애

농어촌선교회후원이사의 밤 개최

개척교회살리는데앞장

부산성시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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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신학의 종류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 우주의 시작과 세상, 인간, 죄, 구원,
종말과 심판에 대해 교리적 체계를 세운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이 되는 교리를 성경을 기초로 해서 찾아내고 체계화하여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 신학이다.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기독교 신
앙의 이성적 표현이 신학이다. 
따라서 신자들이 혼자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스스로 진리를

깨닫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미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
이 연구하고 체계화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개인의 신앙 확립
을 위해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데 크게 유익하다. 
철학이나 현대 사상가들의 논의를 따르지 않고 성경에 계시

된 사실만을 중심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이 성서 신학이다.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모순이 있어 보이는 기독교 진리를 알기
쉽게 정리한 신학이다. 성서 신학도 분야에 따라 구약 신학, 신
약 신학이 있고, 그 강조하는 바에 따라 성경 본문의 해석을 연
구하는 주경(註經)신학,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당시의 유물을
통해 확인하는 성서 고고학(考古學), 성경을 기록한 언어를 연
구하는 성서 언어학 등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학이 발
전하고 교리가 형성되어 왔는데 교회 회의나 뛰어난 신학자의
개인적 진술 등을 토대로 신학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 신학이다. 
성서 신학과 역사 신학이 제공한 자료를 종합하여 성경의 교

리를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학문이 조직신학이다. 이
단과 세속화된 신학의 격류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기독교 진리를 옹호하며 효과 있게 전파하기 위
하여 신학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조직신학
이 필요하다. 변증학, 험증학, 윤리학등이 조직신학에 속한다. 
다른 분야의 신학이 이론적으로 제시한 학문적 결과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일을 연구하는 신학이 실천신학이다. 
설교학, 전도학, 목회학, 교회행정학, 기독교 교육학 등이 있

다. 목회학도 공부하는 전문 분야에 따라 목회 심리학, 목회 상
담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신학을 시대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초대 교

회 때의 교부들이 믿고 가르쳤던 바를 연구하는 교부(敎父)신
학, 교회가 세상과 짝하면서 부패해졌을 때의 신학인 중세(中
世)신학, 기독교를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바로잡으려 하던
개혁자들의 신학을 중심한 개혁 신학, 인간의 이성(理性)과 철
학적 논의를 가미한 현대 신학자들의 논의를 중심하여 신학을
연구하는 현대 신학 등이 있다. 종교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기
독교 외에도 구원의 길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하는 종교 다
원주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뉴에이지(New Age)
운동 등도 현대 신학의 또 다른 모습들이다. 
신학적 견해에 따라 신학의 종류를 나눌 수도 있다. 성경의

계시 외에도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가르침 등을 성경의 권위
만큼 높이는 카톨릭( C a t h o l i c )신학이 있다. 천주교에서는 신교에
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들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
으며 외경의 기록들 속에서도 자기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주장
을 이끌어 내고 있다. 
개혁자들의 신학을 중심으로 하되 하나님의 절대 주권(主權)

을 강조하면서 예정론에 입각한 신학 체계를 갖는 칼빈( C a l v i n )
신학이 있다. 장로교 계통의 교회들이 이러한 신학 체계를 가지
고 있는데 종교개혁 시기에 나타난 신학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개혁신학이라고도 부른다. 
종교개혁을 통해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이신득구(以信得救)의 교리가 강조되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
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보다 교리적인 면에 치우쳐 성도다운
생활을 소홀히 하는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 8세기의 영
국은 술주정뱅이와 난봉꾼들로 인해 도덕적으로 타락할 뿐 아
니라 교역자들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사람의 행위는 구원에
관계가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웨슬리 목사를 중심으로 성도의 삶 특히‘성결한 삶’을 고조

하면서 인간적 책임을 강조하는 신학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
한 신학적 체계가 웨슬리 알미니안( W e s l e y - A r m i n i a n )신학이다.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등이 가지고 있는 신학 체계이다.

성기호 목사 새에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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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목사
소망교회

을 2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제사장들을 교
대로 집무케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m i s c h m a d o t’( 2 4지역으로

분배)라고 부른다. 제물은 예루살렘 성전
에서만 드리고 기타 2 4개 지역에서는 매
일 약정된 시간에 지역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했다. 여기에 전제 된 신학적 견해
는 m a’a madot(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동
참한다는 뜻) 개념이다. 그리고그들은매
1주간씩 지역을 교대로 근무했고 반년에
한 번씩은 중앙 성전예배를 집무케 했다.
이때 회당예배는 안식일만 모인 것이 아
니고 매일 모였고 주로 성경 낭독과 기도
로 예배가진행되었다. 
회당의 등장에 관한 페투코브스키의 네

가지 설 외에, 야곱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
가는 학자도 있다. 로울리(H. H. Rowley)
는 필로의 말을 인용하여 야곱을 회당 사
역자(Synagogue minister)로(창25:27) 모세
를 회당의 랍비로 묘사하고 있다(출

18:20). 그는“포로시대 이전에도, 즉 족
장시대에도 사람들은 레위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곤 했으며 또
예언자들은 자기의 제자들을 모아 일종의
집단을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로울리
의 이같은 주장은 구약 초기 족장시대의
예루살렘 밖의 유대인들의 모임을 회당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회당의 기원이 이처럼 명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은 점차 조직화 되어서 예
수탄생 전의 마지막 세기에 와서는 유대
인이 거주하는 성읍이라면 어느 곳이거나
회당이 있었다(Bright 1996:604-605). 그리
고 그곳에서의 예배는 율법낭독과 기도가
주 내용이었다.
2) 회당의 조직
회당 안의 봉사자는 몇 단계로 조직이

되었는가? 보통 3 - 4단계의 직분자들이 있
다. 첫째는 회당장으로서 그는 회당의 최
고 관리자이며 회중의 인도자이다. 성경

봉독자, 설교자, 공중기도 인도자로, 특별
초청 손님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
게 있었고 임기는 1년인 것 같으나 종신
으로 하기도했다. 
성경의 회당장은 마가복음 5장 2 2절, 35

절, 36절, 38절과 누가복음 8장 4 1절 그리
고 사도행전 1 3장 1 5절 등에 나온다. 한
회당에 한 회당장이 존재했으나 사도행전
1 3장 1 5절에 의하면 두 명 이상일 수도
있었던 것 같다. 
둘째는‘하잔’으로 이는 회당장의 보조

자이다. 주요임무는 두루마리를 관리하고
나팔을 불어 안식일의 시작과 끝을 알려
주며 성경으로 히브리인과 아이들을 가르
쳤다. 예배에 사용된 노래를 직접 만들기
도 하고 부르기도 했다. 또한 잡다한 행정
적인 일들을맡아 보았다. 
하잔이 되는 데에는 엄격한 몇 가지 자

격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 듣기 좋은
목소리와 보기 좋은 외모를 지니고 있는
사람, ② 1 3세 이상 결혼한 남자여야 하
고, ③ 턱수염이 있는 남자, ④ 예배의식
에 익숙한 사람, ⑤ 성격에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 ⑥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위
의 사항 모두를 구비하였다고 인정되어지
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음호 계속>

구약의 예배( 5 )

마지막으로는 제사장 문제해결 설이다.
이것은 페투코브스키의 주장이다. 예레미
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7 0년 동안 포로기
를 지나고 은혜 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
을 한다. 귀환한 그들의 1차 임무는 성전
을 재건하는 것이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 지대를

놓고(B. C. 534년), 14년동안 중단되다가
학개의 권면으로 재건하여 B. C. 520년에
완공한다. 이때 돌출된 문제가 제사장의
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실직수가 많아졌다
는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전국

정관창목사 주찬양교회교육

모세

김재옥선교사 인도칼럼

시선 속에서 발견한 은혜

얼마 전, 아우랑가바드를가던 중에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푸네와 아우랑가바드 사
이의 도로는 현재 4차선으로 증축하는 과
정으로 밤에는 어둡고, 중앙분리대가일정
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대편차량의 강
한 불빛으로 인해 차선을 나누어 놓은 분
리대 위로 차량이 올라 간 후에 반대 차선
으로눕는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 안에는 모두 네 사람이 타고 있었는

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두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던많은 인도
사람들과 크레인의 도움으로 차를 세우고,
근처에 있던 공장에 차를 주차 시켜 놓았
습니다. 또한 아우랑가바드를 지나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인도 친구의 도움으로 M F D
까지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차를 견인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

을 해서 간단히 차를 고치고 있을 때, 몬순
기간의 영향으로 큰비가 내리기 시작했습
니다. 차량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운전석과
운전석 방향 마지막 창문이 파손되었는데,
비가들이치기시작했습니다. 
차를 어떻게 고칠까 고민?을 하던 중에

마침 지나가던세 사람을 보게되었습니다.
큰 비임에도 비를 맞으며 2대의 자전거에
땔감을 싣고 가던 사람들과 잠시 눈이 마
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은 저 사람

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나의 걱정의 차
이였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은 걱정거리
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이에게는상대의
걱정거리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모두에
게‘걱정거리’란 것은그 사람의 삶에짐이
라는것입니다. 
그 젖은 땔감을 언제 말려서 저녁에 먹

을 짜빠띠를구울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인물인 요시야를

통해서 오늘 나의‘걱정거리’!를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병이 고침과 함

께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에이른다. 할아
버지인 므낫세는 5 5년, 아버지인 아몬은 2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나 하나님께서 보
시기에 선하지못했었다. 
아몬 이후에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성전을보수하도록된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시키며 찾게 되

는 율법책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었다. 이때 유다 왕인 요
시야의 행동에 하나님의 선택이 열왕기하
2 2장 1 6 - 2 0절에나타나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없

어졌던 유월절을 다시 복원하기에 이른다.
왕은 3 1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께
서 약속하신 기간 동안 유다에게 내려질
재앙은 내려지지않았다. 
요시야 왕과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

들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요시야라
는 한 인물로 인해재앙의 삶을피할수 있
었습니다. 하나님께서허락하지않으셨다면
없었을 차 때문에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과연 내가 요시야가 될 수 있을지 걱정하
라고주신말씀이었습니다.
차 없이 다닌 지 1달이 되었습니다. 오랜

만에 사역 초기에 내었던 열심들을 다시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
시는 놀라운 감사는, 지금 내가 누릴 것들
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는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

시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유
모세는 두번째 므리바 물사건에서 하나

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그 벌
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
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
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
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 0장 1 2절> 
Then the LORD spoke to Moses and

Aaron, “Because you did not believe Me, to
hallow Me in the eyes of the children of
Israel, therefore you shall not bring this
assembly into the land which I have given
t h e m .”
모세는 신과 만난 최고의 성인이고 율

법의 제정자다. 
그러한 모세가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는 것은 보통의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수의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두고 모

세의 우상화 또는 신격화를 막기 위한 조
치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모세오경의 율법준수 정신이 모세 자신

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이
유로 최고의 성인인 모세가 묻힌 곳에 대
해 성경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신명기 3 4장 6절>
And He buried him in a valley in the

land of Moab, opposite Beth Peor; but no
one knows his grave to this day.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율법을 말한다.
원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율법이었지만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 보다 낮은 수준으
로 대체되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3 4장과 신명기 9장

9 - 1 8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의 의무와 책
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많은 원칙과 규칙,
제례, 상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육체

적인 규율과 준수를 수반하는 율법들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의
무를 백성들에게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서 다양한 희생을 수반한다. 
신앙과 회개, 정결의식, 죄 사함도 율법

의 일부다.

광야방랑
오늘날 이집트 국경에서 가나안 땅까지

는 최단거리의 경우 300 킬로미터에 불과
하다. 도보로 이동한다고 해도 1개월 정
도면 충분한 이 거리를 모세를 필두로 출
애굽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한 죄로 세대가 바뀔 때
까지 4 0년간을 방랑했다. 
출애굽 세대 중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인물은 불평도 없
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사람 뿐이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
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민수기 1 4장 3 8절
>
But Joshua the son of Nun and Caleb the

son of Jephunneh remained alive, of the
men who went to spy out the land.※외부필자의원고는본보의편집방향과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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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마귀 역
사 악한 영들이 있다. 인간은 악한 영들에
의해 죄 짓고 그 죄 아래서 저주받게 되며
온갖 고통 속에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
옥에 끌려 간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세상에서의 어떠한

고통보다 억만 배 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된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이용하여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여 영육
간에 저주하려 한다(요일3:8, 마25:41). 
이런 원수 같은 악한 영들의 정체를 인

간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
만이 저지하시고 해결하신다. 
마귀 역사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

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창3:1-6),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빼앗고 증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
한 영인 마귀의 역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
고 마귀 역사를 멸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
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
으니 예수만이 우리 인간의 구세주이시다
(요일3:8, 히2:14~15, 요3:16).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자기 백성을 도

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백성을 자기
의 기업으로 삼으셨다(신7:6). 

하나님은 자기 기업으로 삼은 백성을 절
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엡5:23).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혈과 육에만 속한 자가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
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예수 안
에 있는 자이다(요15:9~10). 
우리가 항상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깨어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지켜야 할 것은 어
느 때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여 믿음에
서 끊어내고 타락시켜 악한 영 마귀의 소
유로 삼을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딤전
4:1~2, 벧전5:8~9).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다. 곧 자기 자신이 받은 미혹으로 남
편과 함께 죽게 된 것이다. 
교회에도 언제든지 여자가 미혹당하면

자기 남편과 함께 교회를 떠나서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악한 마귀 역사이다(계1 2 : 8 ~ 9 ,
12:17).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단 마귀 역
사는 인간을 죄 짓게 하여 최초의 인간 아
담부터 영원히 죽였으니 그러므로 인류를
죄 아래서 다 죽인 것이다(롬5:12). 
귀신은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 인간의

정신을 빼앗는다(막9:14~29) 인간의 육체
도 병들게 하고 고통을 준다(눅1 3 : 1 0 ~ 1 3 ,
마12:22). 
귀신의 역사를 인간은 알지 못하고 해결

할 수도 없어 영육 간에 고통 중에서 영원
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

신 것은 곧 인간을 멸망시키는 마귀와 죄
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하시며 자기 이름을 우리의 믿음
으로 주셨다(막16:17~18). 유다도, 아나니
아와 삽비라도 사단, 즉 마귀에게 미혹당하
여 영원히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여, 성경을 통해

마귀 역사를 알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앞으
로도 영원히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강건하여져야 한다. 
인간을 영육 간에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간교한 궤계를 알고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에 갑주를 입으라. 
아담과 하와도, 죄 아래서 멸망하여 저주

아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어
떤 누구라도 마귀의 궤계에 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전체가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

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
니라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전혀 알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정사와 권세이다. 
이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

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라고 하였다

(요일3:8). 
우리는 어떤 죄라도 짓지 말아야 한다. 
마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여 아담과 하와같이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여 망하게 하려 한다. 또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거를 하지 못하게 하
여 인류 구원의 문을 닫으려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귀의 궤계를 알자.

그리고 악착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 
악착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자. 악착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
자. 이것이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혈
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려 하심이다(롬8:6~7). 
신앙생활은 곧 영적 전투이다. 영적 전투

는 확실히 이겨야 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영원한 문제이기 때

문이다. 전도하여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곧
마귀에게 속한 자를 빼앗아 찾아오는 능력
이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전도에 승리
한다. 
사랑하는 성도여, 원수 같은 마귀 악한

영을 이기자. 죄를 이기자. 질병을 이기자.
혈과 육을 이기자.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여
지옥 갈 자를 악의 영들에게서 이겨서 빼
앗아 살려내자. 곧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
서 나 자신이 먼저 승리하고 수많은 영혼
마귀에게서, 죄에서 구원하자. 오직 말씀으
로,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말이다.

윤석전목사연세중앙교회 엡6 : 1 0 - 1 3강단

마귀의 궤계를 예수로 이기자

성경칼럼

진리란참된도리를말하며, 깨닫는것도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수도 없으며, 깨달을수
도 없습니다. 요나는불순종한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요나를통
해 우리가깨달을진리는?

1. 하나님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5
절)
내 생각은긍정적이며좋은생각이라믿고남의생각은틀리다고

믿을때가많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나 뿐 아니라 모

든 사람에게주신다는것을알아야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면 상대방의 생각도 옳은 줄 믿고 받아들

일 줄 알아야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이사람은 내가 능히 전도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에게는 달려가지만“저사람은 바늘을 찔러도 피 한방울도 나
올 사람이 아니야”라는사람에게는 달려가기를 싫어하며 미리 포
기를하고말도꺼내지도않는경우가많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구원이며, 그목적을 위해 우리

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생각과내 생각이다르다는것을기억한다면때때로섬기

는 목사님의 말씀이 어제는 저렇게 말씀하고, 오늘은이렇게 말씀
할지라도판단과비판속에들어가지않을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나 불순종하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랑하십니

다. 우리의착각 속에“나는신앙생활을잘 하고 있다?라는생각을
버려야 하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음이 좋다는 생각도
버려야합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것입니다. 
가령음식을만들었을때 내가만든음식이최고라고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각자취향과방법에따라다를수도있습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시

141:5 = 의인이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
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기록합니
다. 
하나님께서“상대방의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생각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진리
를 깨달아믿음을가지고영혼구원을위해달려가시는모든분들이
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2. 영성이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합니다. (6절~ )
영성이란거룩한 성품을 뜻하는데, 예수님의거룩한 성품을 닮아

가라는진리를말씀하고있습니다. 
즉, 성격을 고치라는 것이며, 거듭나라는뜻입니다. 성격을고치

지 않으면절대로복음을증거할수 없습니다. 
성격을 고치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격이란언행, 사고

방식, 몸가짐, 정신적인생활을말합니다. 
혹시 아직도 자신의 못난 자아, 못된성격을 주장하고있지는 않

습니까!
①박넝쿨= 식물로서이산화탄소는빨아들이고산소를 만들어내

는 것으로, 연약한자에게 소망을 줄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
다. 성령의거듭남이나타나야한다는것입니다.
②벌레 = 타인을 통한 시험을 말합니다. 타인의시험을 통해 나

의 성격을고치려는하나님의생각에우리는하나님께삿대질을하
며 반발하고있지는않습니까!! 
혈기가날 때에“죽으면그만이지”라는말보다는“육이죽고, 영

이 살아야천국이고영생이다”라는말을할 줄 알아야합니다.
③동풍= 하나님의시험을말합니다. 동풍은자연의법칙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격을 고치지 아니하면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

신다는것을뜻합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못했기 때문에 문제에 부

딪히게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요나를 통한 진리를 깨닫자

김마리아목사 생명수교회 요나 4:9~11  

교회의 성만찬은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전으로서 교
회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 왔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
도의 몸으로서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기념
하며 감사하는 공동체로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친교요 그리스도인 상호간의
친교다”라고 한스 큉은 밝히고 있다.
칼빈도 교회론에서 말씀을 지키며 성례를 지키는 것으

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로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들려지는 곳 또 성례
전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대로 집행되는 곳이라면 어
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은 의심
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라고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남아있는 역사적 전통을 인정하였다.
또한 그는“여하간 복음을 설교할 때 경건하게 경청하며
성례식을 엄숙하게 행하는 곳이라면 적어도 거짓되고 모
호한 교회의 모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회의 권위를 일축하거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권고에 대항하거나 견책을 가볍게 여기는 일조차 허
용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저버리거나 그 단일성은 깨뜨리
는 일은 더욱 있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 우리의 신앙고백적인 성례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
서도 필요하며 진정하고 합법적인 교회의 제도를 위해서
도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 성만찬이“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교회를 향한 은총

의 표징이며,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주의 만찬에 응답
하는 사랑과 희망의 표징이다.”

칼빈에 의하면 성찬의 거룩한 신비에는 두 가지 요소
가 있다고 말한다. 즉 물질적인 표지는 눈에 보이는 것
으로서 우리의 미약한 능력에 따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나
타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실질로서 이것은 동시에 그
표지들에 의해서 상징되며 나타나게 된다. 
그에 따르면, 빵과 포도주라는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부터 받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
을 우리를 위하여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 
빵과 포도주는 육체의 생명을 양육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기르신다는 사실은 가장
우둔한 정신 속에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담보이며 인지
표인 것이다.
루이스 벌콥은 성만찬의 신학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주님의 죽음의 상징인 제사요(고전11:16),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신자가 참여하는
상징이며, 셋째, 영혼과 생명의 능력과 희열을 주는 영
적 음료의 효과를 지시하고,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
비적 신체의 지체로서의 신자들의 상호연합을 상징하고,
다섯째, 신자들이감사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기

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초기의 교회에서는 매일 떡을 떼는 일이 있었
는데, 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를 중심으

로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각각 세례를 베

풀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것을 볼 수 있다(행2:42). 
주의 만찬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마태26:17-30, 마가

14:23-26, 누가22:14-23 및고전11:17-34 등을 들 수 있
으며 공동식사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2:42,46, 20:7과
고전10:3-4, 16:17,21 요한복음6 : 1 5에 나타나 있고, 최후
의 만찬에 관한 기록은 고전1 1 : 2 0과 고전1 0 : 1 6에 나타나
있다. 
어거스틴은 신앙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사귐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려는 것은 그들의 육체
뿐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만찬을 설명
하였다.
F. F. Bruce는 쿰란공동체에 관해 기록하면서 그들은

공동체 식사를 통하여 신비한 특성이 부여됨으로 공동체
회원이 되고, 신정정치에 참여하여 이스라엘의 메시야가
임재함을 체험하는 식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 특별한 공
동식사는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기억하며 안식일
마다 베풀어졌다.
이와 같은 신앙공동체에서의 공동식사, 그리고 유대인

이 지키는 유월절 만찬 등으로 보더라도 성만찬의 기원
은 유대인의 관습과 신앙적인 공동체와 깊은 관련이 있
다고 보겠다. 초기 기독교는 매일 친교의 음식을 떼었는
데(행2:42,46) 이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주님을 보
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처럼 종말론적 열정으로

식사했을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떡과 잔에 대한 해석
의 말씀이 되살아남으로써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
다.
바울의 서신인 고린도전서 1 0 : 1 4 - 2 2 , 1 1 : 1 7 - 3 4절에서

초기의 전승을 더욱 발전시켜 교회가 공동의 식사를 계
속해야 될 것을 말하였기에 이제 교회는 새로운 성만찬
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 주님이 오시기
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공동체의 식사로서 존재할 것을
바울은 주장하였다.                     <다음호 계속>

성만찬의 이해와 신앙교육( 2 )

글/ 신현광교수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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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 철야예배를 통해 지역사회의
영적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예제
교회(류준모목사, 사진)가 활발한 문화
사역을 펼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1 5일 오후7시 예제교회에서는 극단 예

그리나의 4번째 공연이 열렸다. 
이번 공연작인‘도덕적 도둑’은 노벨

문학 수상자 다리오포의 정통 블랙 코
메디 연극이다. 
이 작품은 치밀한 텍스트와 기상천외

한 상황 전개, 그리고 거침없는 세태풍
자가 조화롭게 버무려진 정통 코미디극
이다. 소심한 도둑과 수상한 네 남녀,
억척스러운 도둑의 아내가 벌이는 하룻
밤 사이의 파란만장 소동극을 그린 연
극‘도덕적 도둑’은 시작부터 엉뚱한 해
프닝의 연속이다. 
이 연극에서는 도둑보다 덜 도덕적이

면서도 겉으로는 교양있는 척 하는 정
치인, 재벌 등 사회 권력층의 모습을 적
나라하게 표현했다. 
연출을 맡은 최용훈형제는“도덕적도

둑은 사회 부유층들에 대한 도덕적 실
상을 나타내는 풍자극이다”면서“기존
신자를 위한 공연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거리낌 없이 교회를 방문해 즐기고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제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극단 예그

리나 단원들은 이번 작품을 위해 2달여
를 준비해왔다. 

직장인들과 주부, 학생들이 함께 공연
을 준비하며 매일 모든 일과가 끝나는
저녁 시간에 모여 맹연습을 해왔다.
문화공연을 통해 성도들은 더욱 주님

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됐
으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류준모목사는“믿지않는 주민들을 초

청해 공연하며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면서“공연이 필요한 교회나 단체

에서 요청할 경우 언제라도 달려가 문
화선교사역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젊은이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

면 교회의 비전도 흔들리게 된다”면서
“문화적 접근을 통해 돌파구를 열어야
부흥의 길도 열린다”고 강조했다. 
류목사는 또한“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정립하여 혼돈의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
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앞장 설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예제교회 극단 예그리나 문화선교 사역 눈길

사회 이끄는 기독교 문화콘텐츠개발

뮤지컬영어성경학교(MBS: Musical Bible School)의개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세계어린이영어선교센터(선교회장:김대현)
가 올해 들어 네 번째 M B S교사강습회를 갖는다.
이번 강습회는 오는 1 2월 6일 서울비전교회에서‘그가 살

아 나셨네(He Has Risen)’라는 작품으로 열린다. 
이 작품의 전체 줄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최후의

만찬, 십자가 행진, 부활이다.
부활은 인간의 죄를 친히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삼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이자 인간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의 축제이다. 
또한 어린이들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

김의 본을 직접 경험하고 십자가의 행진은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과 영생의 확실한 증표로 이 작품을

통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중한 경험을 하
게 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그가 살아 나셨네’교수법

외에 짐 하버드의‘영어발음지도’이다. 
영어발음지도는 영어발음을 단 시간에 교정할 수 있는 획

기적인 프로그램이라 평가받고 있다. 전체 진행은 M B S프로
그램의 공동 저작자인 짐 하버드/미니 박 부부가 맡는다.

한국교계에서 지난 3 5년간 다양한 활동을 해 온
박영률 목사가 교수 정년퇴임을 맞아 제자들에 의
해 만들어진 기념문집을 출판했다. 
이와 관련한 출판감사예배가 2 0일 여전도회관에

서 드려졌다. 
전체 3권으로 만들어진 문집은 제1권은 1 6명의

교수들이 쓴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권은 교
계, 문화계, 정치계, 사회계, 학계, 선교단체, 경제
계 등 다양한 계층의 인사 1 2 3명이 쓴 박영률 목
사와의 만남과 관계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제3권은
지난 3 5년간 박영률 목사가 각 언론에 기고한 칼
럼과 의견서 등 1 1 7편을 모아서 만들어져 있다. 
이날 예배에는 각계의 다양한 인사 2 5 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는데, 한국대학생선교회총재
인 김준곤 목사가 설교했다. 
김준곤 목사는‘평생 박영률 목사는 나를 도와

서 일만 하도록 해서 미안하다’는 것으로 화두를
꺼내고, ‘우리 사회는 이념의 문제, 부패한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는 양심개혁부터,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영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나는 조연의 삶

을 살았으며, 그것은 주연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
고, 일꾼의 마음으로 산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술회했다. 
박영률 목사는 지난 3 5년 이상을 선교, 목회, 교

육, 연합운동, 정치, 문화, 환경, 복지등 다양한 분
야에서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증기기관차처럼 최
선을 다한 삶을 보여 왔다. 
그는 축사를 했던 박종구 목사의 표현처럼, ‘목

적과 사명을 위해 탈진하기 까지 소진한 촛불’로
써, ‘역사의 참여자로 선지자적 메시지를 선포’한
삶을 탄탄하게 살아왔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그의
삶의 여정을 인정하여 2 0 0 2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했다. 

=  문화 산책 =

성원 박영률목사 정년퇴임

기념문집 출판 감사예배

세계어린이영어선교센터

MBS 교사강습회연다

한국기독문화예술연대(이하예술연대)가 2 6일 창립됐다. 
제자교회에서 창립식을 갖은 한국기독문화예술연대는 탤

런트에서 목회자로 전향한 임동진목사를 대표가 되어 6가지
중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을 밝혔다.
예술연대 측은 취지문을 통해“우리 기독 연예인들은 하

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
하게 사용되는 문화예술 선교사로 사명을 다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하여 기독연예인과 연예지망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보호에 기독문화예술연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
다.
이어“연예인은 직업자체가 대중의 인기와 관련돼있고 인

기를 얻게 되도 유지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늘 불안함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마음의 안정과 인기의 축복
을 받고자 함에 있어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회분위기가 권력이나 금력, 허영 같은 것을 쫓는 게
주가 될 때 사람의 관심사도 그렇게 되어 올바른 삶의 방식
에서 근본적인 가치기준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올바른 삶의 방식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
다.
이와 함께“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크리스찬 연예인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귀한 달란트를 사용한다는
비전과 소명을 심어주는 크리스찬전문기획사( W I N O . E L )를
포함한 한국기독문화예술원 등 기독문화예술공동체 창립을
통해 더욱더 신실한 신앙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이제 기독연예인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귀
한 달란트를 사용 한다는 비전과 소명을 갖고 우리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독문화예술인공동
체를 형성하고자 한국기독문화예술연대를 창립한다”고 밝혔
다.

유현우 기자

한국기독문화예술연대창립총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김명혁 이하 한복협)의
월례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가 1 2일 오전 7시 강변
교회에서‘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열
린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는‘사랑의 봉투’전달식이
진행된다. ‘사랑의 봉투’전달대상은 노숙자 7명,
조선족 동포 7명, 탈북동포 7명, 장애우 7명, 외국
인노동자 7명, 몸 불편한 은퇴 여교역자 7명, 몸
불편한 은퇴 목회자 7명, 음성 나환자 성도 7명,
샘물호스피스 선교회 에이즈 환자를 위해, 북한동
포(결핵환자) 들이다.
또한 김해성목사(외국인노동자의 집), 임명희목

사(광야교회), 오정호목사(대전새로남교회)가주제
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복협 사랑의 봉투 전달식

익살과 풍자 살아있는‘도덕적 도둑’무대 올라

사회복지NGO 러빙핸즈가 건강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2 0 0 7년에 이어 2회째 <자선기부콘서트>를개최했다. 
러빙핸즈 기부콘서트 <손에 손잡고>는 모든 프로그램이 후

원자들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 콘서트다. 올해에
는‘일기예보의 나들, MBC개그공채 개그플러스팀, 필그림앙상
블, CCM가수 혜진, 이효석, 러빙핸즈앙상블 등 많은 후원자들
의 참여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기부했다. 또한 기부콘서트의
진행은 개그맨 박수홍와 전효실이 맡았다. 
기부콘서트 후원티켓으로 마련된 금액은 소외된 빈곤아동청

소년들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기부콘서트의 티켓을 구입한 사람들은 행사 당일 바자

회 쿠폰으로 교환 가능하여 리디아알앤씨, 아이네추럴, IVP,
비이야기 등에서 후원받은 기부물품과 먹을거리 등을 구입했
다.
러빙핸즈는 이번 기부콘서트에 대해“참신한 기부문화의 발

전을 위하여 콘서트가 진행됐다”며“다양한 콘텐츠와 아이디
어로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만나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쉽게, 즐겁게 기부할 수 있음을 알리게 된 기회가 된 것 같다”
고 밝혔다.  
러빙핸즈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 한명, 한명에게 관심을 가지

고 지속적으로 돕는 전문사회복지N G O이다. 작은 사랑의 실천
으로 희망을 전하며, 1:1멘토링 서비스, 공부방,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사회적 기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NGO 러빙핸즈
기부콘서트<손에 손잡고>  

크리스천 연예인과 기독 청년들이 대
중문화 회복을 위해 오는 1 2월 5일 저녁
7시3 0분 올림픽 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모인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드림빌
엔터테인먼트는“건강하고 선한 영향력
이 있는 문화로의 도약을 위해 크리스
천 연예인들의 다짐과 기독 청년들의

기도 후원을 목적이다”며 제1회 J E S U S
F E S T I V A L을 여는 취지에 대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문화 영역에 이슈가

되고, 청소년과 청년 등 일반인에게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연예인 자살, 영화의
모방 범죄 등의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 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기획 됐다.

‘JESUS FESTIVAL’1부에서는 T h e
Day Ministry와Pablo Perez의찬양과 가야
금 연주자 주보라 씨의 공연, 오프닝 영
상이 상영되며, 2부에서는 할리우드에서
뮤지션으로 활동하며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Jaeson Ma 목사의 설교, 에티오피
아의 어린이 노예 해방을 위한 영상 상
영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3부에서는 크리스천 연예인들과

함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경배와
찬양 시간도 마련된다.

크리스천 연예인과 청년들 한자리에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
부가‘케이블 TV 채널의 윤리
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시청자논단>을 개최했다.
<시청자논단>에서는 김명선회

원(서울YMCA 좋은방송을위한시
청자모임)이‘케이블 T V선정,
폭력 프로그램 방영실태’에 대
해 발제했다. 또한 강명헌교수
(한림대 언론정보학부)가‘케이
블 TV 기본채널에서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후에는 정용탁교수, 노영

란운영위원장, 김선미팀장, 좌미

애사무관이 발제한 주제를 놓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명선 회원은“지금까지 다

매체 다채널시대에 방송매체들
이 시청률 경재에만 매달려 성
인, 폭력물 등 자극적인 프로그
램을 경쟁적으로 방영하고 있
다”며“앞으로는 IPTV 등 방송
과 통신의 융합시대로 접어들어
경쟁이 더 가속화 될 전망”이라
고 밝혔다. 강명헌교수는“1 9세
이상가 프그램이 별도의 시청제
한 장치를 요구하지 않은 기본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케이블 TV 채널의 윤리성, 이대로좋은가

서울Y M C A시청자논단 세미나 개최

한국인의 정서에 가
장 잘 어울리는 워십리
더, 피아니스트, 싱어
송라이터의 평강과 기
쁨, 영감있는 목소리로
듣는‘Christmas Songs'
가 출시됐다. 
훼르난도는 크리스마

스의 기쁨과 평화의 메
시지를 반복되고 진부한 표현없이 새롭게 표현하
길 원했고, 오랜 시간을 바라고 원하던 중, 지난
2 0 0 7년 말‘Bring a Torch, Jeanette Isabells’멜로디를
자유롭게 노래하면서 드디어 이 프로젝트를 시작
하게 됐다. 
그리스도 탄생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크리스마스

컨셉을 가지고, 첫 곡‘Come Thou Long Expected
J e s u s (오랫동안 고대했던 예수님 오셨네)’는 훼르
난도 오르테가의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서정적인 음색과 섬세한 피아노&기타 반주로
탄생의 소식을 선포한다. 
Joy to the World(기쁘다 구주오셨네)와 A n g e l s

We Have Heard on High(천사들의노래가)로 기쁨
의 고백이 절정에 이르고, 10번째 곡 Jesus, King of
Angels 예수 천사들의 왕이 되심의 고백을 마지막
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특별하고 놀라운 사역을 크
리스마스의 감동을 통해 전해준다.  
특별히 이번 앨범에는‘Carol of the Bells, Go Tell

is on the Mountain, Bring a Torch, Jeanette Isabells’
와 같이 훼르난도 오르테가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
곡들과 중간 중간 아름다운 음색의 간주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주되어 우리에게 아기예수 탄생
기쁨과 감사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선사하여 준다. 
훼르난도 오르테가는 다재다능한 CCM 아티스트

다. 거기에 탁월한 작사 작곡능력은 물론 뛰어난
피아노 연주 스킬을 갖춘 싱어송라이터이다. 

Christmas Songs

크리스마스 노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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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성경 번역]와 관련해서 내가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방
법을 소개하겠다. 과거 고향의 행정관서에서 서기로 있다가 아편 때
문에 해고당한 조선인 학자 한 사람이 최신 중국어 문리(文理) 성경
을 가지고 번역하고 있다. 나는 그가 번역한 것을 헬라어 성경과 영
어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자자구구(字字句句) 대조한다. 이 일을 돕는
또 한 사람 조선인 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번역인으
로 우리와 함께 일한 사람이다. 중국어를 알 만큼 알았고 번역인으로
서 그 번역 실무에 능숙하게 되기는 하였으면서도 수칭(數稱) 개념
이라든지 존칭(尊稱) 개념, 또는 도치법 같은 것들은 명확하게 파악
할 수가 없다. 때론 절이 바뀔 때가 있고, 의미가 뒤바뀐 것도 있으
며, 때론 행(行) 전체가 삭제되어야 될 것도 있었다. 이런 식이 되어
처음 번역된 원고는 마치 마마를 앓은 사람 얼굴처럼 되었다. 이렇게
수정된 원고를 다시 깨끗이 정서했다. 그 다음 어휘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헬라어 성구사전을 가지고 헬라어를 번역함에 가장 적당한 조
선어가 무엇인지를 결정해 나갔다. 그러나 축자적(逐字的) 번역
(literal rendering) 보다는의미와 조선식 관용어구를 채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즉 조선어에서는 바늘에 귀(耳)는 있어도 눈(目)은 없는 것
과 같은 것이 예이다. 이 같은 과정이 끝나면 번역 원고를 또 한 번
수정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신중하게 헬라어 성경과 대
조하며 읽어 나간다. 이 일을 함에 있어 앨포드(Alford) 편헬라어 성
경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반면 영어개역성경은 대단히 큰 도움
을 주었고 메이어( M e y e r )의 주석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로스와 맥킨타이어 역 한글 성경은 첫 작업치고는 여러 가지 면에

서 볼 때 상당한 수작(秀作)이었다. 비록로스 역이 평안도 사투리가
많아 서울 지역에서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많았지만, 고유명사를 헬
라어 원문대로 표기한 것이나 또한 당시 이응찬이나 백홍준이 모두
의주 출신으로 상업에 종사하던 몰락 양반 가문이어서 한학에 일가
견을 갖고 있었고, 한학이 훨씬 더 쉽고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성경 번역을 하는 데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
지도 않고 아예 순한글로 번역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 번역에 기여한 이들은 복음을 전

하기 위해서 권서인(勸書人)이 되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들
이 만든 성서를 보급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렇
게 해서 한국에는 처음부터 한국인에 의한 복음 전파가 놀랍게 진행
되었다. 
1) 구원의 여명 - 준비된 그릇 한국
한국교회는 첫 출발부터 기적적인 하나님의 사역에서 시작되었다.

선교사의 사역이 한국 땅에서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
은 한국 사람들에 의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1 8 7 2년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 존로스(J. Ross)목사가만주 관문

인 영구(영구)에 도착해서 만주 선교를 시작하였고 1년 후에는 매제
가 되는 매킨타이어(J. McIntyre) 선교사가합류했다. 존로스 목사는
1 8 7 4년, 1876년 두 차례 봉황성(지금의 요녕성봉성) 아래 고려문을
방문하였는데 이 때 그곳에서 장사하던 한국인을 처음 만났다.
당시 고려문은 봉황성 아래 있는 작은 마을로 청국과 조선국의 국

경이자 양국 사이의 합법적인 교역이 이루어지던 관문이었다. 
그곳에서 의주 출신의 청년 4명과의 만남을 통하여 기적적인 복음

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곧 복음을 받아 들여 존로스
목사의 성경번역 작업을 돕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
도하였다.
2) 역사적 부르심과 성경번역
한국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적 부름은 존로스 목사를 통하

여 이루어지게 된다. 
1 8 7 2년 8월 말에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 지푸(연태)에 도착한 존로

스 목사는 만주의 개항장 영구(營口)로 갔다. 
그는 1년간 어학 연수를 받으면서 중국어와 만주어, 그리고 사서삼

경(四書三經) 공부에 진력한 결과 다음 해인 1 8 7 3년 5월에는 중국어
로 설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존로스 목사는 1 8 7 4년 1 0월 9일 영구를 출발하여 첫 번째 고려문

여행을 하였다. 존로스 목사는 한국 상인들을 만나한문성서를 팔며
전도하려고 하였으나 한국 상인들은 복음의 진리보다는 영국산 면세
품인 '양복'에만 관심이 있었다. 
실망하여 여관에 있는 존로스 목사에게 한국의 상인이 한 사람 찾

아왔고 존로스 목사는 그에게서 한국정세와 한국인의 발음법 등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존로스 목사는 그에게 한문 신약성서와《훈
진언》(訓兒眞言 Peep of Day)을건네주고 돌아오게 되었다.

한반도기독교전래와존로스목사의

한글성경전래의역사( 4 )

꿈과 사랑과 축복
을 심어주는 수원순
복음교회가 올해로
창립 3 4주년을 맞았
다. 이와 관련하여,
1 1월 2 3일 주일 교회
창립 3 4주년 기념예
배 및 임직식이 성대

히 개최됐다. 
1 9 7 4년 1 1월 2 3일 토요일 오전1 1시 북

수동 1 1 1번지 7평 다락방에서 가마니를
깔고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한 수원순
복음교회. 
첫 예배를 드릴 때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이재창목사(당시 전도사)는 눈
이 세상을 하얗게 덮는 것을 보고 이 죄
악 된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움과 축복으
로 덮여지도록 기도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수원순복음교회는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성장이 멈춘 적이
없었으며, 100만 수원 도성의 영적 책임
자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매진하고
있다. 
개척 초기 강신영사모의 출산으로 성도

한명 없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목사는
분필로 가마니에 그림을 그려놓고 온 열
정을 다해 설교하고, 가마니에 안수하며
축복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목사는 또한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려

움, 절망, 가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크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한순
간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어주는 교회’라
는 신앙적인 모토 아래 개척 5년 만에 하
나님의 강권적인 주도하심과 담임목사의
헌신, 성도들의 눈물어린 기도로 연건평
3 5 0평 지상 7층 규모의 성전을 1차 봉헌
했다. 
특별히 2 1세기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지역사회의 봉사, 수원시 복음화와
한민족과 세계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며
1 0 0만 수원시민의 영적 젖줄의 사명을 감
당하기 위해 수원의 강남 영통신도시
5 4 0 0평 대지위에 연건평 3천평, 본당 3천
석 건물을 2차 건축했다. 
9 9년 1 2월에는 조용기목사(여의도순복

음교회)를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
해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무엇보다 당회장 이재창목사는 2 0 0 1년

도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으
로 교단발전을 위해 헌신했으며, 국내외
부흥운동에 견인차 역할을 감당했다. 
또한 경기도기독교연합회 총회장, 기독

교 문화원 총재, 수원시기독교연합회 회
장, 순복음신학교 이사, 세계성신클럽 본
부장, 한국밀알선교회 이사장, 약속지키
기운동본부 수석부총재, 순복음신학교 학
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원순복음교회는 다양한 영성 개발 프

로그램과 각종 문화 강좌를 통해 축제 같
은 예배를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1 0만 성도 부흥 성장, 1만 구역

장 계발 훈련, 1만평 성전부지 구입, 1천
교회 선교사 지원을 목표로 1만여 성도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
가고 있다. 
이재창목사는“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

님께 감사를 드린다”면서“무엇이든 믿음
으로 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특히“신학교에 다니며 만원

이 없어 설악산 수학여행도 포기했던 가
난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크
게 성장시켜 주셨고 세계를 선교할 수 있
게 하셨다”면서“앞으로도 오직 주만 바
라보며 복음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
다. 
한편 창립 3 4주년 기념 임직식에서는

장로 8명, 명예장로 1명, 안수집사 1 6명,
권사 2 8명, 명예권사 7명 등 총 6 0명이
직분을 받았다.
정관계자를 비롯한 교계지도자와 성도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렸진 예배
서는 민족복음화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
적극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이재창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임직식은

김명현목사(기하성 교단성장국장)의 기
도, 정찬수목사(증경지방회장)의 성경봉
독에 이어 김상용목사(기하성총회장)가 '
인정받은 임직자'란 제하로 메시지를 전
했다.
김목사는 설교를 통해“욥의 신앙은 순

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면서“조건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
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목사는 또한“인간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서“주님이 원하
시는 정직한 영을 소유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박남연목사(수원지방회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장로장립식은 임직자 소개와 서
약, 장립기도, 공포 및 장립패 증정 순으
로 진행됐다.
이어 이재창목사 사회로 진행된 집사안

수식 및 권사 취임식은 임직자 소개와 서
약, 안수기도, 공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
으며, 임직자 대표로 김영국장로가 등단
해 서약 선서를 했다.
염재용목사(베들레헴교회)는권면을 통

해“나눔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
했다.
이와 함께 김삼환목사(통합총회장), 김

문수경기도지사, 남경필의원(국회의원)
등은 축하영상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안
준배목사(기하성 문화홍보국장), 이순길
목사(수원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김
용서수원시장, 김진표의원(국회의원), 정
미경의원(국회의원) 등이 등단해 축사를
했다.
이날 임직을 받은 김성수장로는 답사를

통해“수원지역 성시화를 위해 더욱 앞장
서는 임직자들이 되겠다”면서“섬기는 자
리에 서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적극 매
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주 기자

거룩한바보이재창목사의가마니목회‘감동’
수원순복음교회 창립 3 4주년 힘찬 새출발

7평 다락방에서 1만여 성도로 부흥성장

▲ 지나온 3 4년을 회고하는 소감은?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립니다. 저와 사모 단 두 명이 2층 단칸
방에서 개척을 하여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목회철학으로
달려 왔습니다. 오늘날 1만여 성도를 확
보하고 지역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변화
시킬 수 있는 발판을 이룩하게 되었습
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앞으로의 중 단기 발전 계획과 비

전은? 

수원순복음교회는 과거 애굽시대(북
수동 교회시대), 출애굽시대(송죽동 교
회시대), 광야시대(정자동 인계동 교회
시대)를 거쳐 가나안시대(영통 교회시
대)를 통해 이제는 영원한 본향 시대(지
역사회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위한)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내,외적으로 조직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선교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수원순복음교회는 창립이래 교회성장

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어주는 수원순복음교
회'라는 신앙의 모토아래 영적 웅비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다할 것입
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여러분. 목회가
안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된다
고 하는 것은 안티기독교인들의 말에
긍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듯이 목회자 각자

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개발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열
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실 것입니다. 

<인터뷰> 이재창목사1문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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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마음에 합한 찬양을 드리자

김창호목사 파워찬양치유웃음회복의성회

ㆍ엘조이선교회대표
ㆍ사)충북기독교청소년협회대표
ㆍ찬양치유부흥사
ㆍ웃음치료사, 청소년전문부흥사
ㆍ엘조이찬양치유캠프대표

0 1 0 - 3 1 8 6 - 1 0 9 1

엘조이선교회 문의전화: 0 5 0 2 - 2 2 2 - 1 0 9 1w w w . e l j o y 1 0 9 1 . n e t
후원:  사)충북기독교청소년협회/사)국제레크리에이션협회/ 가나건축사무소, / 사)베데스다예수마을

“찬양은영적전쟁터의강력한최고의무기입니다”

* 청소년, 청년, 장년찬양부흥회, 
각기관헌신예배, 주간찬양치유부흥회인도

최소3주전에연락해주세요.

테필린 청소년 센타 TEFILIN YOUTH CENTRE 
1. 테필린교육의목적(THE GOALS OF TEFILIN   EDUCATION) 

유대인들의고난과축복, 끈질긴생명력과우수한두뇌, 오늘날여러분야에서세계경영의핵

심을차지하고있는유대인들의파워, 지난1 0 0년간 노벨상수상자3 0 0명중유대인이약

1 0 0명정도되는세계속의주인공들, 그들은하나님의사람이말씀대로순종하면일당천을감

당할수있다는하나님의약속의증거이다.

이러한유대인들의교육과성경적가르침의정수인테필린을우리의교회와가정속에적용하

여우리아이들이실천적신앙인으로서바른성경적세계관을갖고세상을변화시키며하나님

의나라를예비하는영적거목으로교회와세계위에세우는것을목표로삼는다.

2. 테필린교육(THE TEFILIN EDUCATION SYSTEM)

반복(REPETITION): 학가다 암기(MEMORIZING): 성경암송

생각과행동의기준(STANDARDIZATION OF THOUGHT AND ACTION)

성경교육(BIBLE STUDY)    토론교육(ACADEMIC DEBATE)

3. 교육의기대(EXPECTED OUTCOMES)

집중력향상, 자신감과성취감, 긍정적사고, 논리적사고, 확고한신앙,  자녀의제자화

4. 테필린사역(THE MINISTRY OF TEFILIN)

기숙사(BOARDING), 캠프(CAMP), 자연학습(FARMING)   교육대상(Applicants): 

초등생과중,고등생(Primary & High School students),   해외유학생포함

5. 문의및후원안내(CONTACT DETAILS)

연락및문의: 에스더오(Esther Oh)   

Email: 

andrewoh55@hotmail.com 

Mobile: 0403 715 980: 

센터전화: 61 2 9371 3746

1/48 TOWNS ROAD

VAUCLUSE NSW 

AUSTRALIA 2030

나눔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 화제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에 위치한 비전교회(마경훈목사, 사진)
는 제자훈련과 중보기도, 세계선교를 통해 세
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순수한 복음을 소유한 초대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
고 있는 것이다. 

연단의시간거쳐중보기도하는교회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 학생 시절 마목사
는 2 9세의 젊은 나이로 교회를 개척했다. 그간
한 번도 전임사역을 맡아본 적이 없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풍납동에 개척을 하고 3년의 시간 동

안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든 시
간이었다. 가장 큰 난관은 끼니를 때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고였다. 
바닥이 떨어져 구멍 난 구두를 한 달 이상

신어야 했고, 막 태어난 아이의 분유 값이 없어
박하사탕을 녹인 물을 아이에게 먹여야만했다. 
사모와 지금까지 1 9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단

3번 부부싸움을 했지만 그중 한번이 개척 당시
였다. 이 연단의 기간 동안 그를 버티게 했던
힘은 오직 기도뿐이었다. 
4 0일 금식기도로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으

며, 영적인 훈련에 집중했다. 매일 강대상에 엎
드려 5시간씩 기도하며 부흥을 갈망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됐는지 한명씩 성도들이

전도되어 왔고, 조금씩 교회가 성장하자 은퇴
하는 목회자를 대신해 교회를 합병하게 됐다. 
“김요한목사님께서 3년 동안 저를 지켜보시
고 은퇴하는 자신을 대신해 교회를 맡아 줄 것
을 요청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던 2 1일 7차

다니엘 기도 후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합
병하게 됐습니다.”
마목사는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쉼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무릎목회를 펼쳐왔다. 
마목사가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제

자훈련과 중보기도, 세계선교다. 
체계적인 제자훈련을 통해 한 성도가 훈련되

고 전교인이 신자, 제자, 군사, 사도로 훈련받
고 있다. 이와 함께 비전중보기도센터를 통해
매일 새벽과 화수목금요일 오전1 1시부터 오후1
시까지 뜨거운 중보기도가 드려지고 있다. 
“성공적인 목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한 부르
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교회
를 대형교회로 부르지 않으셨고, 중보기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
리교회를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
니다”
중보기도센터에서는 국가적 문제, 개인의 문

제, 각종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있다. 비전교회는 또한 매월 첫 금요
일을‘기도의 날’로 정해 오전 9시부터 1 0시간
특별기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도불
침번을 정해 전체 기도제목을 나누고 지속적으
로 기도하고 있다.

세계선교통해나눔의삶실천

비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받
고 중보기도하며 선교를 통해 나눔의 삶을 실
천하고 있다. 비전교회는 매년 2 - 5회의 해외단
기선교를 실시한다. 
해외단기선교에는 마목사와 가족, 20-40명의

성도들이 늘 동행한다. 해외단기선교에 동참하
기로 자원한 성도들은 모두 자비량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매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키르키즈스탄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을 다니며
중보기도사역을 실시한다. 
한화 5천 만원을 지원해 베트남에 교회를 건

축한 바 있으며, 캄보디아에 교회를 건축 중이
다. 특별히 매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메시
아닉쥬(예수 믿는 유대인) 교회들을 순회하며
성령사역을 펼치고 있다. 또한 백투예루살렘의
비전을 위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선교에 힘을
쓰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현지인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집회를 인도하고, 현지 목회자 및 신
학생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키르키즈스탄에서는 고려인 교회에서 한국

기도원식 집회를 인도한다. 집회는 현지목회자
들을 초청해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한국적인
뜨거운 기도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
고 있다. 
이때도 성도들의 중보기도 사역이 빛을 발한

다. 출발할 때부터 현지에 도착해 이동하는 버
스 안에서도 중보기도는 계속된다. 이를 통해
현지 선교사들이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고 꾸준
한 기도훈련으로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선교도 여름 방학기간을 이용, 무안 망운

중앙교회에서 4년째 실시되고 있다. 국내선교
2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3박 4일간의 부흥
회를 인도한다. 
낮에는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 땅 밟기를 실

시하고 노방전도 활동을 펼친다. 올해는 1 5 0여
명의 성도들이 2 0개 마을을 돌며 1 2 7명이 예수
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비전교회가 국
내선교에 매진하는 이유는 비전교회를 통해 복
음의 사각지대였던 마을이 복음의 지역으로 변
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함으로서

성도들이 생생한 전도의 역사를 삶으로 체험하
고 오직 주를 위한 일꾼으로 헌신하고 있기 때
문에 선교에 올인하는 것이다.

개척초기부터섬김봉사생활화

비전교회에서는 개척 초기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로 정
평이 나 있다. 당시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마목사는 지역 어르신 1 5 1명을 초청해 무료로
제주도 효도관광을 실시한 바 있다.매주 화요
일에는‘사랑의 토스트’행사를통해 택시기사,
버스기사들에게 토스트와 커피를 무료로 나눠
주고 있다. 
마목사는 성도들에게 1·3·1·1 0 0 0 0운동을

강조한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사역하기,
한 사람이 세 사람 전도하기, 한 번 더 인사하
고 한 번 더 미소 짓기, 지역을 위해 1만원 이
상 기부하기다.
봉사하는 것이 생활화된 성도들은 자원봉사

팀을 구성해 지역의 독거노인, 불우이웃 가정
2 0곳을 매주 돌아보고 밑반찬서비스, 청소서비
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명절에는 특별선물도
전달한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헌신된 성도
들로 길러 낼 수 있는 것은 마목사 스스로가
먼저 섬기고 나누며 성도들의 모델이 되고 있
기 때문이다. 흔들림 없는 신앙훈련으로 목회
자와 성도들이 같은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실
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성도들을 훈련시키면
서도 단지 성경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
라 삶 속에서 예수의 참 제자로 행할 수 있도
록 교육하고 있다. 
마목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목양에 전념하는

젊은 목회자다. 철저한 말씀 준비를 통해 성도
들에게 먹일 양식을 준비하고, 매 설교마다 혼
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부흥사 1 0 0인에 선정됐으며, 비전 있는
젊은 목회자 5 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마목사는 앞으로 영성훈련센터를 건립해 올

바른 영성훈련으로 일꾼을 길러내고, 이들을
다시 제3세계로 파송해 세계선교의 일익을 감
당하는 주역으로 세우길 기도하고 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참된 평안과 확신을 가
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 영혼을 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을 증거하는데 쓰임받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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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적인기도, 선교가있는비전교회
말씀으로 목양에 전념하는 젊은 목회자 마경훈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