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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교회 전국 심포지엄

주요기사 안내
뉴욕한민교회, ‘넘치는교회’로 변경(3면)

시민참여센터, 뉴욕가정상담소 등 14개 단체 후원, 400여명 참여
이민자보호교회(이하 이보교)는 2월4일
(목) 저녁 7시(동부)6시(중부)4시(서부),
줌(Zoom)을 통해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가야 할 길, 이보교 네트워크 4년의 회
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전국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1부 여는 예배, 2부
심포지엄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 주최
는 뉴욕.뉴저지.시카고.커네티컷 이보교
네트워크였고 후원은 뉴욕.뉴저지.시카
고 교협과 시민참여센터, 뉴욕한인봉사
단체협의회, 민권센터, 뉴욕가정상담소,
KCC한인동포회관, AWCA, 패밀리터치,
퀸즈YWCA, KA보이스, KAN_WIN등
총 14개의 단체가 후원했다.
이보교는 “심포지엄은 사전 등록자가
476명이었으며 78개 교회, 23개 시민단
체와 기관, 5개의 신학교, 13개의 언론
사, 미국의 22개주와 한국 등에서도 참
여 신청을 해 주었다. 당일 심포지엄에는
400여명 이상이 들어왔고 줌 참여숫자는
<8면에 계속>
이민자보호교회가 2월4일,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가야 할 길‧이보교 네트워크 4년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전국 심포 351명(가족동반고려)이
지엄을 열었다

글로벌뉴욕여목협 시무예배.이취임식
회장 김희숙목사, “섬김의 본이 될 터”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
합회는 2월11일(목) 오전 10시
30분 가나안입성교회에서 ‘섬김
의 본이 되자’란 표어를 걸고 제
5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취임식은 1부 예배, 2
부 이.취임식으로 열렸다. 김사
라목사(총무) 인도의 1부 예배
에서 이희선목사(사랑과은혜교
회)는 “글로벌뉴욕이 제5회기
표어처럼 섬김의 본을 다하는
아름다운 연합회가 되기를 원한
다”고 대표로 기도했다. 2부 이‧

취임식에서 권케더린목사(글로
벌뉴욕증경회장)는 개회기도로
“더 큰 비전으로 선한 일로 힘
써 앞장서고 은혜 넘치며 하나
님께 영광 돌리는 글로벌뉴욕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양승호목사(뉴욕교협증경회장)
는 창세기 3장9-10절을 인용한 ‘
사실을 직면해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란 제목의 말씀으
로 “정리되지 않는 존재가 인간
이다.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 인
<8면에 계속>
간의 약함과 모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가 2월11일, 가나안입성교회에서 ‘섬김의 본이 되자’
란 표어 아래 제5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을 열었다

"뉴욕기독교방송을 후원하는 기업입니다."
마라내츄럴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회장 취임식(4면)
마라네츄럴, 탄자니아 학교 설립 후원(7면)

시대의 소리 545

코로나의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
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
하면 심리적 부담감의 결과 우
울증이 오게 됩니다. 마음과 생
각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보다도 내부적
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
든 일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
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록된 말
씀만이 승리할 수 밖에 없기에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
는 삶입니다. 마음은 영적 전
쟁터와 같기에 오직 말씀과 기
도로 이겨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면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크
리스천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하
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
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 믿음 있는 자에게 은혜 주
시고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 kr.MarahNatural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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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CBSN종합뉴스

뉴욕기독교방송 CBSN 종합뉴스 2월 19일
▶’1,100만 불체자에 8년내 시민권 자격’ ▶ 폭설·한파 강타, 미국인 1억명 ‘덜덜’

종합뉴스

뉴욕기독교방송
매주 화,금요일 오후 3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2월 19일 진행에 문
석진입니다. CBSN종합뉴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교계뉴스와 이민사회 뉴스를 종합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
욕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
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 ‘1,100만 불체자에 8년내 시민권 자격’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대규모 불
체자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개혁 작업에 본
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8일 민주당은 바
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연방의회에 제
안한 ‘미국 시민권 법안’(본보 18일자 A2

업로드

면 보도)의 구체적 발의 내용을 공개하고,
1,100만 불체자들에게 8년내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상 최
대 규모의 이민개혁안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의원과 린
다 산체스 하원의원이 이날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2021년 1월1일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 이민자가 8년에 걸쳐 시민
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1,100만 불체
자 구제안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 미
국에 와 불체 신분이 된 추방유예(DACA)
청소년 신속 구제안 △영주권 적체 해소안
△국경장벽 건설 없는 국경보안 강화안 등
그간 거론된 대부분의 주요 이민개혁 이슈
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밖에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국경에 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입국심
사도 강화한다. 또, 밀입국 및 마약밀수, 인
신매매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정책을 지
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중미에 난민처리센터
를 설치해 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미국으
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

고 있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차원에서 ‘에일리언’이란
용어를 퇴출하고 ‘비시민권자’(noncitizen)
란 용어로 대체하는 내용도 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의 이민정책들 거의 대부분 뒤집는 조항들
로 채워졌다. 하지만 연방 상원이 50대 50
으로 갈라진 현 상황에서 이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 무
력화 할 60표가 필요해 원안 그대로 통과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 폭설·한파 강타, 미국인 1억명 ‘덜덜’
텍사스 주 등 남부를 중심으로 큰 피해를
몰고 온 겨울폭풍이 북동부와 대서양 중부
지역도 엄습해 이례적 혹한 비상사태가 이
어지고 있다. 18일 CNN 등에 따르면 텍
사스와 오클라호마주 등지에 폭설과 대규
모 정전사태를 불러왔던 이번 북극 한파는
동쪽으로 이동,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
아 주 등 북동부 해안 지역을 강타, 매사추
세츠주에서부터 남부에 이르기까지 1억 명
이상이 혹독한 겨울폭풍의 영향권에서 덜
덜 떨고 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18일 현재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는 눈
과 진눈깨비, 얼어붙은 비가 내렸고 뉴욕에
는 6∼8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17일부터 미 전역에서 3,000편 이상의 항
공기들이 결항되는 등 교통 마비도 이어
졌다.
올 겨울 닥친 이례적인 겨울폭풍과 혹한
속에 이달 중순까지 미국 본토의 73%가 눈
으로 덮이고 2003년 이후 가장 넓은 지역
에 눈이 내렸다. 오리건과 워싱턴 등 북서
부 해안 주들, 그리고 캘리포니아 시에라네
바다 산맥 등에도 폭설이 내렸다.
텍사스 주에는 이례적으로 폭풍경보가 발
효됐고 콜로라도 주 유마, 캔자스 주 노턴,
오클라호마시티, 텍사스 주 휴스턴, 아칸소
주 리틀록 등에서는 최저기온을 경신했다.
이같은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는 북극 온
난화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 약국들 “백신 없어서 못 맞힌다”
연방 정부가 CVS 등 대형 소매 약국체인

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공급을 시작하자 접종 수요가 몰
리며 없어서 못 맞히는 상황이라고 CNN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소매
약국 프로그램을 가동해 CVS와 월그린스
등 대형 약국 체인들에 코로나19 백신을 공
급하기 시작했다. 백신 배포를 담당하고 있
는 주정부를 건너뛰고 연방정부가 직접 약
국 체인에 백신을 전달한 것이다.
연방 정부는 이를 통해 백신에 대한 접근
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토가 넓
은 미국 곳곳에 촘촘히 퍼진 약국 체인의
유통망을 활용해 사람들이 더 가까운 데서,
쉽게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CNN은 많은 약국들이 지금까지 받은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백신을 받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예약
도 금세 꽉 찬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이
전부터 장기 요양시설과 협력해 백신을 맞
혀온 월그린스는 지금까지 300만회분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 월그린스는 연방정부 프
로그램을 통해 주당 18만회분의 백신을 받
고 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
국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7,337만7,000여회
분의 백신이 배포됐고 이 중 5,773만7,000
여회분이 접종됐다. 1번이라도 백신을 맞
은 사람은 4,102만1,000여명, 2차례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은 1,616만2,000여명으로 집
계됐다..
▶씨존TV, ‘자녀도 가르쳐주지 않는 스마
트폰 공부하기’ 유튜브 채널 개설
미주기독교미디어그룹
씨존
(C
-Zone‧Christian Zone‧대표 문석진목사)이
‘자녀도 가르쳐 주지 않는 스마트폰 공부하
기’의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문
석진목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된다.
문석진목사는 “자녀도 가르쳐주지 않는
스마트폰 공부하기 영상은 이민 생활에 분
주한 해외 한인 시니어를 위해 제작한 것
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 위주로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다. ”고 밝혔다.
문 목사는 강의 첫날인 2월 13일 ‘배터리
절약과 관리방법’의 제목으로 10분 강의하
며 △배터리 최적화 켜기 △안쓰는 앱 끄
기 △사용하지 않는 앱 절전상태로 전환하
기 △배터리 충전 방법 등을 설명했다. 문
의 718-414-4848 / czone0691@gmail.com
2월 19일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에 문석진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용한 분이 다시 찾는 기적의 이온칼슘 활
성제 마라내추럴 SAC칼슘 마라셀과 메가
100이 후원합니다. 자세한 칼슘 정보는 유
튜브에서 ‘이규헌박사’를 검색하시면 됩니
다. (CBSN 제공)<유튜브 검색창에 ‘cbsn
뉴욕기독교방송’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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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민교회, ‘넘치는교회’로 교회명 변경
예루살렘 성전 회복 바탕으로 본 교회 향한 핵심 비전 담아
뉴욕한민교회(담임 주영광목사)
가 2월7일(주일) 46년간 사용해
오던 ‘뉴욕한민교회’를 ‘넘치는교
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이날 임직
예배를 열었다. 주영광목사는 ‘넘
치는교회에 주신 비전’을 교회에
발표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46
년간 뉴욕한민교회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 수많은 시간과 연단, 그리
고 인내를 거쳐 하나님께서는 우
리에게 회복으로서의 새 성전 시
대를 맞이할 수 있게 하셨고 새로
운 도약의 때를 시작할 때를 시작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며 “
새 성전 시대와 함께 새로운 이름
의 필요성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의 말씀과 같이 미래
를 향한 새로운 비전과 정체성을
‘넘치는교회’라는 이름에 담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목사는 이어 “성경에서의 이
름의 변화는 곧 그 사람의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를’이란 뜻이 담겨 있다. 경쟁해서

뉴욕한민교회가 46년간 사용해 오던 ‘뉴욕한민교회’를 ‘넘치는교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2월 7일 임직예배를 열었다

축복을 쟁취하는, 경쟁하여 내 인
생을 내가 주도하는 야곱이 아니
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
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라고
하신 것이다. 곧 야곱의 축복의 미
래가 현재 이름 ‘이스라엘’에 담기
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목사는 또 “지난 46년 동안 ‘
뉴욕한민교회’의 역사와 정체성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의 뿌리
가 되고 자양분이 되었다면 ‘넘치
는교회’는 그 뿌리 위에 줄기를 세
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새
로운 믿음의 도약이 되기 원한다”

고 전했다.
주목사는 계속해 “넘치는교회
의 미래는 은혜와 축복이다. 에스
겔 47장1-12절의 말씀에 우리 교
회 이름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
여주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신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흘러나와 강이 되고 바다에
흘러가는데 강물이 이르는 곳마
다 번성하는 생물이 되고 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
의 좌우 옆에는 과실나무들이 살
아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 재료가 되
는 환상”이라며 “이 말씀을 통하
여 우리 교회를 향한 2가지의 핵
심 비전을 ‘넘치는교회’ 이름에 담
았다”고 밝혔다.
주목사는 “두 가지 비전의 첫
번째는 안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 흘러 넘치는 공동체, 두 번째는
밖으로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라며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은혜
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온 성도와
가정과 지역사회와 온 세계에 흘
러 넘쳐서 복음이 닿은 모든 현장

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선교적 공
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직예배는 주영광목
사의 인도로 찬송(복의 근원 강림
하사), 한성수장로의 기도, 권순명
사모의 어린이 말씀영상(Let the
river flow), 이호연권사의 성경봉
독(창세기 32장26-28절), 주영광목
사의 ‘네 이름이 무엇이냐’란 제목
의 말씀선포, 결단의 기도, 헌금,
김선자‧윤완중‧이효연권사의 은퇴
식, 김단희권사의 명예권사 추대
식, 김우흥‧윤혜은선교사의 축하영
상, 주영광목사의 축사, 김선자권
사의 답사, 그레이스찬양단의 특
송영상(주님이 계신 이곳에.주영
광 작사‧작곡), 환영 및 소식, 결
단의 찬양(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영광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
됐다.
[넘치는교회 창립기념특송] 주
님이 계신 이곳에(넘쳐나리라)
| 그레이스찬양팀 https://youtu.
be/0Gq3bgbh2SY

4

제 104 호 / 2021년 2월 20일

교계뉴스

.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회장 이 취임식
손성대 회장, “한반도의 협력과 평화적 남북통일, 미국 위해 기도할 것”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
회(회장 이봉관장로) 대뉴욕
지회(이하 뉴욕지회)는 2월6
일(토) 오전8시 뉴욕그레잇넥
교회(담임 양민석목사)에서 회
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초대회
장 강현석장로가 이임하고 제2
대 회장으로 손성대장로가 취
임했다. 이‧취임식은 1부 예배
및 기도회, 2부 이‧취임식으로
진행됐다.
제2대 회장이 된 손성대장로
는 취임사를 통해 “2004년도에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대뉴욕지회가 2월6일, 뉴욕그레잇넥교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정환목사(뉴저지교협회장)는
문목사는 마지막으로 “기도로
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
세워진 뉴욕지회에 제2대 회장
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신 하나 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초대 회장직을 맡았던 강장로님 영상으로 “이민생활 속에서도 뉴
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그리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 과 같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회장 욕지회를 통해 기도가 불같이 일
고 초대회장 강장로님과 뉴욕지 시고 성령 충만한 기도로 조국과 이 된 손장로님과 임원들은 기도 어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미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 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 돌리는 조국으로 거듭나길 바란
“앞으로 뉴욕지회는 한반도의 화 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는 리더들이 되기 바란다. 나그네 다”고 축사했다.
이봉관장로(대한민국국가조찬
같은 뉴욕의 이민자들에게도 복된
해와 협력과 평화적 남북통일 그 기도했다.
문석호목사(뉴욕교협 회장)는 백성의 리더자들이 되기를 축복한 기도회회장)는 영상으로 “2020년
리고 미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에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줌(Zoom)으로 기도하고 단비TV 사무엘상 15장34-35절을 인용한 ‘ 다”고 축원했다.
박용기장로(수석부회장)의 사회 기도회를 드렸다. 한국의 기독인
와 협력하여 1분기도회를 하겠다.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자기 집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참여를 으로’란 제목의 설교에서 “바울은 로 시작된 2부 이.취임식에서 이 들은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에 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계훈장로(부회장)는 “뉴욕지회를 구자 역할을 해 왔다. 뉴욕에서도
부탁 드린다”고 인사했다.
명예회장이 된 초대회장 강현 위해서도 기도하라 했다. 하나님 세워주시고 오늘 이‧취임식을 열 국가조찬기도회의 회원으로 긍지
석장로는 이임사를 통해 “미증유 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 게 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와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 선교에
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상 원받기를 원하시기에 그렇게 기도 을 돌린다”며 “강현석장로의 탁월 풍성한 열매를 맺기 바란다”고 축
한 지도력이 계승되고 손성대장로 사했다. 두상달장로(대한민국국가
은 변화의 시대가 왔다. 이런 때 하라 했다”고 말했다.
문목사는 이어 “하나님은 사무 에게 지혜를 주시어 섬기는데 부 조찬기도회 명예회장)는 영상 권
에 뉴욕지회에 새 회장과 임원들
을 보내주셨다. 탁월한 지도력으 엘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왕이 족함이 없게 해 주시며 조국과 민 면을 통해 “뉴욕지회의 새로운 출
로 헌신할 것을 확신한다. 섬기 행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 족의 번영을 위해 헌신으로 기도 발을 축하한다. 강장로는 후배를
는 자세로 미션(mission)을 충실 기에 사무엘은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는 뉴욕지회가 되게 해 달라” 사랑하고 키워주는 등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모두가 협력하여 발전
히 실행해 나가기 바라며 하나님 사울은 듣지 않았다. 미국은 대통 고 기도했다.
양민석목사(뉴욕교협 직전회장) 되어가는 뉴욕지회가 되기를 바란
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한 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아름다운 전통이다. 하나님의 은 는 “대통령보다 더 큰 리더십은 다. 기도로 나라를 지키자. 모두
다”고 말했다.
김태수목사(부회장)의 인도와 혜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불러오는 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의철목사(뉴저지목사회회장)
손옥아권사의 반주로 진행된 1부 나의 목표, 즉 하나님의 뜻대로 같 기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역
예배 및 기도회에서 마바울목사( 은 길로 향해가는 것을 위해 기도 사와 기적을 낳는 뉴욕지회가 되 는 영상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조국의 번영
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부회장)는 개회기도로 “하나님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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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기도하
는 기도의 폭발이 일어나길 바
란다. 기도회는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발전한다. 기도의 불길
이 뉴욕을 시작으로 미주전역
에 번져나가길 권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취임식 1부 예배 및
기도회는 김태수목사의 인도,
손옥아권사의 반주, 마바울목
사의 개회기도, 찬송(어둔 밤
쉬되리니), 정훈간사의 성경봉
독, 문석호목사의 설교, 장세
활장로(조국과 미국을 위해)와
송윤섭장로(뉴욕한인장로연합회
회장‧대뉴욕지구교계와 한인사회
를 위해)의 특별기도, 찬송(눈을
들어 산을 보니), 김진화목사(뉴욕
한인목사사회회장)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이.취임식
은 박용기장로의 사회, 이계훈장
로의 기도, 강현석장로(명예회장)
의 이임사, 손성대장로의 취임사,
전임 강현석장로가 신임 손성대
장로에게 회기전달, 양민석목사‧이
정환목사‧이봉관장로의 축사, 두상
달장로.이의철목사의 권면, 강현
석장로에게 공로패증정(손성대장
로), 강현석장로에게 감사패증정
(이봉관장로), 손성대장로(회장)‧
박용기장로(수석부회장).김태수목
사(부회장).마바울목사(부회장).이
계훈장로(부회장).박해용장로(부
회장).황창엽장로(부회장).장세활
장로(사무총장).정훈집사(간사)에
게 임명장전달, 장세활장로의 광
고, 박해용장로의 폐회기도 등으
로 모든 순서가 끝났다. <유튜브
검색창에 ‘기독뉴스tv’채널을 검
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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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투병 중인 팀 켈러 목사 간증

갈보리채플 맥클루어 목사, 예배 금지와의 싸움 계속

“가장 큰 두려움은 췌장암 진단 이전의 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

“미국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음을 모르는 것 같다”

뉴욕시 리디머교회 창립자 팀 켈러목사가 작
년 5월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은혜로운 간
증을 들려주고 있다(사진: A. Larry Ross
Communications)

뉴욕시의 리디머교회의 창립자이며
기독교작가인 팀 켈러목사(70)가 최
근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화학요법
을 통해 일하신다”고 페이스북을 통
해 간증했다. 그는 2020년 5월에 췌
장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을 해 오
고 있는 중에 있다. 켈러목사는 “나
는 지난 2020년 5월에 시작된 췌장
암 치료기간 동안 나를 위해 신실하
게 기도해 주신 많은 분과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그동안 14
회의 화학요법을 받았다. 지금은 부
작용을 최대한도로 줄인 화학요법으

로 치료를 받게 되어서 상황이 좋아
질 것으로 희망한다”고 전했다. 켈러
목사는 지난해 5월부터 3번의 CT스
캔과 최근 2월8일에 또 한 번의 CT
촬영을 했다고 밝히며 “처음 두 번의
스캔은 종양의 크기와 수에서 현저한
감소라는 결과가 나왔다. 미래가 어
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
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
록 할 것”이라 말했다.
켈러목사는 암 진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다. 그는 ‘고통
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걷기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의 저술을 통해 자신
의 질병과의 여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켈러목사는 투병 중에서 자신
을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고 밝
히며 “나는 전에 한 번도 즐기지 못
했던 방식으로 내 주변의 것들을 즐
긴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물
로 본다. 그리고 나는 전보다 더 많
이 기도생활을 즐기고 있다.”며 “가
장 큰 두려움은 췌장암 진단 이전의
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간
증했다. (KCMUSA 제공)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만 달
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캘리포니아 산호세갈보
리(Calvary San Jose)채플을 담임하고 있는 마
이크 맥클루어(Mike McClure)목사가 예배 금
지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맥클루어목사
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지시를 계속 거부하
다 갈보리교회가 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
은 바 있다.
맥클루어목사는 정부의 예배 금지에 대해 “
히브리서 10장25절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
씀한다며 “그러니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함께 모이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고 강조한다.
맥클루어목사는 예배 모임에 관해 “사람들은
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우리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우리교회에서
는 한 사람도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
다”며 “낙태클리닉, 마리화나진료소, 주류판매
점, 월마트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면 교회
의 모임은 더욱더 필요하다. 예배의 능력에 관
해 토론하고자 했을 때 주 정부는 거부했다. 그
때 우리의 노력은 모두 끝이 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 특히
예배에 대한 사람들의 증오를 달래주어야 한다.

산호세갈보리채플의 마이크 맥클루어 목사가 주정부와 예
배 금지와의 싸움을 계속하고있다 (사진: The Mercury
News)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우리 모임을 폐하기를
원하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클루어목사는 또 “동료 목회자들에게서 실
망했고 그들은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며 “목회
자들은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그들은 성경과 미국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다. 그들은 미국이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
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KCMUS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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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신대학교(원) 개강예배

자녀도 가르쳐주지 않는 스마트폰 공부하기

“갑절의 영감 받고 위기를 탈출하자”

강사 문석진 목사, ‘배터리 절약 방법’ 유튜브 강의

미주기독교미디어그룹 씨존(C
-Zone‧Christian Zone) 주최 제99기 스마트폰 강좌, ‘
자녀도 가르쳐 주지 않는 스마트폰 공부하기’가 문석진목사의 강의로 2월13일, 유튜
브 강의로 진행됐다

미주기독교미디어그룹
씨존
(C
-Zone‧Christian Zone‧대표 문석
진목사) 주최의 제99기 스마트폰
강좌 ‘자녀도 가르쳐 주지 않는 스
마트폰 공부하기’가 문석진목사의
강의로 2월13일(토) 오후1시 첫
번째 유튜브강의(유튜브채널‧씨존
TV)로 진행됐다.
문석진목사는 “자녀도 가르쳐주
지 않는 스마트폰 공부하기 영상
은 이민 생활에 분주한 해외 한인
시니어를 위해 제작한 것이며 이

해를 돕기 위해 기초 위주로 쉽
게 설명해드리고 있다. 궁금한 것
은 댓글로 문의하면 대답해드리겠
다”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씨존TV에서 방송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문의는 718-414-4848/
czone0691@gmail.com로 하면 된
다. 이날 강의된 내용은 외출을 했
는데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서
불안한 경우, 전화 통화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남은 배터리 용량이
13% 남았는데 이런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터리를 절
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목사는 배터리를 절약하는 방
법으로 “디바이스 케어 배터리 관
리모드- 최적화, 자동절전모드,
앱별 배터리 사용 관리(배터리 최
적화 켜기, 사용하지 않는 앱 절
전상태로 전환 켜기, 절전 상태로
전환하지 않을 앱 관리)등을 하
면 된다”고 말했다. 문목사는 이
어 “△안 쓰는 앱 끄기, 블루투스,
손전등, 가로 NFC(무선파일전송,
버스카드), Always on Display(
시계 항상 보이는 것) △디스플레
이 밝기 조정, 화면 자동 꺼짐 시
간 조정 △사용하던 앱 주기적으
로 끄기(하단 메뉴-모두 닫기) △
자동 재시작(설정-검색-주의:비
밀번호 넣어야 알람 울림) △배터
리 관리 방법‧니켈 배터리: 방전할
때까지 쓰고 100% 충전해야 함.
리튬(이온)배터리: 수시 충전해도
악 영향 주지 않음. 수시 충전 가
능 20-80%” 등을 강의했다.<유튜
브 검색창에 ‘씨존tv’채널을 검
색하세요>

뉴욕총신대학교(원) 개강예배가 2월 15일, 뉴욕만나교회에서 열렸다

뉴욕총신대학교(원)(총장 정익
수목사) 개강예배가 2월 15일(월)
오후 7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
호목사)에서 열렸다
정대영 박사(총무처장)의 사회
로 진행된 1부예배는 박희근박사
(교수)의 대표기도 후 한상흠박
사(교수)의 성경봉독에 이어 재
학생 학우회가 특송을 했다. 정익
수총장이 ‘갑절의 영감 받고 위
기를 탈출하자(왕하 2장 6-11)’의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정관호교
수의 봉헌기도, 총장 교시, 각 교
수들의 교과안내와 김종태목사(뉴

욕노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민
철박사(교수)의 광고 후에 이대길
박사(이사장)의 축도로 개강예배
를 마쳤다.
2부 친교는 코로나19 관계로 뉴
욕노회에서 도시락을 제공했다. 3
부 순서에는 뉴욕노회 목사회원
들이 참석하여 신학생들을 격려
했다. 노회장 김종대목사는 팬데
믹으로 인한 고통 받은 자들의 위
로와 신앙으로 극복하자며 격려
했고 신학교, 노회, 총회를 위해
통성기도를 가진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1.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0)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a)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b)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Genesis 22:1~19 (2) NT Exegesis Text : Matthew 5:1~12
(3) Thesis Topic : Evaluate the “Online Worship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ed Theology
(4) Sermon Text : James 5:7~11 / Amos 8:11~14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c) Oral Interview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1.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1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5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8-21, 2021).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a) Dates : May 11(Tue)~12(Wed), 2021
b) Place : Eastern Reg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Rev. Seoung Kook Ki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estern Region: Dae Hueng Korean Church(Rev. David Y . Kwon)
15411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amp;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1.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g) Fee: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1-12, 2021)
through Rev. John Y, Song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Rev. John Y, Song
Address : 1641 W. 185 th St , Gardena CA. 90248
Cell : (818) 282.0112 E-mail : kapcpastor@gmail.com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Kim Jae Ho (646) 270 5987 / ezrakim59@hmail.com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hn Y, Song (818) 282.0112 E-mail : kapcpastor@gmail.com

총 회 장 조문휘 목사
서 기 이준우 목사
고시부부장 김재호 목사
고시부서기 송일용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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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내츄럴 이규헌박사, 탄자니아 몸보 컴패션 학교 설립후원
몸보 지역 가난한 어린이 300여 명에게 복음 전파와 교육의 기회 제공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안명찬.안난옥선
교사가 선교보고를 보내왔다. 안
선교사 부부는 탄자니아 몸보
(Mombo)지역에 Mombo Compassion School을 지난 1월16일
건축완료하고 1월17일 오프닝예
배를 드렸다. 컴패션 스쿨은 강당
1개, 사무실3개, 컴퓨터교실1개,
교실4개, 화장실1개 등 총10개로
구성돼 있다.
안선교사는 “그 동안 몸보교회
에 주신 커다란 선물인 컴패션
스쿨을 주심에 감사 드린다. 그리
고 컴패션 스쿨을 위해 도네이션
한 마라내츄럴(Marah Natural)
의 이규헌박사와 이양지대표 및
이에 동참한 마라내츄럴 전 세계
지부에도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안선교사는 이어 “그 동안 함께
수고했던 조슈아 루겐도(Joshua
Lugendo)목사에게도 감사 드린
다”며 “모든 교인들에게 어린이
를 위한 컴패션 스쿨을 통하여
탄자니아의 위대한 교회 지도자
와 국가를 위한 지도자가 배출되

2020년 9월28일 몸보컴패션스쿨
건립을 시작했다.
안선교사는 몸보지역에 관한
지역 서베이(Survey)를 보내왔
다.
1)몸보지역은 주민의 거의가 와
삼바(Wasambaa)부족이며 위치
는 케냐와 접경지역인 동북쪽에
위치해 있고 탕가(Tanga)지역에
속하여 있는 작은 시골이다. 종교
는 60% 이상이 무슬림이고 30%
가 기독교이며 나머지는 토속 종
교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2)FPCT(Free Pentecostal
Church in Tanzania): 자유 오순
절 교회는 스웨덴 오순절교회 선
교사가 개척한 교회로 현재 조슈
아 로겐도목사가 담임이며 장년
교인 120명 출석과 청년 및 어린
이 7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다.
3)몸보 지역의 교회 상황은 루
터란교회 1개, 앵글리칸교회 1
개, 천주교 1개, 제7일 안식일교
회 1개, 여호와의 증인교회 1개,
FPCT교회 1개 등이다.
4)컴패션 스쿨: 2020년 9월 정

기를 소망한다고 설교해 주신 아
치 비숍(Archie Bishop)에도 감
사 드린다”고 전했다.
안선교사는 컴패션 스쿨의 건
립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1) 설계도: 2019년 11월16일,
안명찬‧안난옥선교사‧이규헌박사‧이
재홍대표가 몸보교회 방문. 2) 땅
고르기 평토 작업: 2019년 12월1
일, 가파른 옥수수 밭을 불도저로
고르게 땅을 다졌다. 3)엔지니어
선정: 조슈아목사가 3명의 엔지
니어를 불러 건축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윌프레드
어거스틴(Wilfred Augustine)엔
지니어를 선정했다. 4)건축허가:
2020년 8월13일 코로그웨 타운
위원회(town council)로부터 건
축 허가서를 받다. 5)안명찬.안난
옥선교사: 컴패션스쿨 건립을 위
해 탄자니아 입국준비, 9월12일
코로나검사‧캐니다, 9월17일 탄자
니아 도착, 9월19일 차량정비, 9
월25일 사역비자 받음(다르에스
살람 수도), 9월28일 몸보 컴패션
스쿨 설립예배 드림. 6)건축시작:

식으로 컴패션본부(Arusha)로부
터 후원약정을 받고 컴패션 스쿨
이 시작되었으나 어린이들을 수
용할 수 있는 교실이 없었다. 마
침 캐나다 마라내츄럴(Marah
Natural)에서 FPCT몸보교회에
컴패션 스쿨을 지어줄 것을 약
속 받고 300명 어린이 수용을 목
표로 계속 어린이들을 등록 받고
있는 중이다. 컴패션 스쿨이 있는
교회는 FPCT교회가 유일하다.
즉 몸보 지역의 모든 가난한 어
린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교

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교회가
FPCT교회라고 설명했다.
한편 몸보 컴페션 스쿨을 후원
한 마라내츄럴의 이규헌박사는 “
많은 분들의 마음과 후원, 기도로
인해 몸보 컴패션 스쿨이 잘 완
공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
사드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
혜라 믿는다. 이 학교를 통해 많
은 탄자니아의 고아와 미자립 미
취학 아동들이 교육받고 더욱 윤
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
도한다”고 말했다.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졸업 예정자로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안명찬선교사와 학교관계자들이 몸보 컴패션 학교 동판 개관식을 갖고 헌당 예배를
가졌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고시과목

서류제출요령

참고사항

a)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 (이상 4과목)
b)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 4편)

a)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1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5회 총회기간(5월 18일~21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합격 증서 수여함.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송일용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1일-12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제출 고시 내용
(1) 구약주해 : 창22:1~19
(2) 신약주해 : 마5:1~12
(3) 논문제목 :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개혁주의 견해를 논하라
(4) 설교본문 : 약5:7~11 / 암8:11~14
ⓐ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고시 기간 중 설교실기고시를 치름.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 할 것.
ⓐ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겉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
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조성훈구약주해.pdf)
ⓕ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c) 면접고시

고시일자 및 장소

제출처

a) 일자: 2021년 5월 11(화) - 12(수)
b) 장소:
동부: 퀸즈장로교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김성국 목사)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서부: 대흥장로교회(Dae Hung Korean Church, 권영국 목사)
15411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주 소 : 1641 W. 185th St. Gardena, CA 90248
전 화 : (818.282.0112) / 이메일 kapcpastor@gmail.com

응시서류

a) 고시부 부장 : 김재호 목사 (Rev. Kim Jae Ho) ezrakim59@gmail.com
(C) 646.270.5987
b) 고시부 서기 : 송일용목사 (Rev. John Y, Song ) kapcpastor@gmail.com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 년도와 교회,
세례집행자)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기타문의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 회 장 조문휘 목사
서 기 이준우 목사
고시부부장 김재호 목사
고시부서기 송일용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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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 중앙지방회, 신규 임원 선출
회장 이기응목사, 부회장 김동권목사.안성주장로

| 뉴욕 교협 세미나 (펜데믹 상황에서)
1. 교회당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주일성수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 강사: 김재열목사 김종훈목사 양민석목사
- 일시: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 장소: 뉴욕초대교회(김승희목사 시무)
- 문의: 총무 한기술 목사(646-520-7667)
| CBSN, 온라인예배 녹화와 편집 도우미
- 유튜브 계정 오픈부터 업로드까지 해드립니다.
- 예배 촬영, 편집까지 방송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 설교자는 설교 원고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기타 일반강의, 유튜버, 소그룹 모임 진행 등도
문의해주세요. 복음선교의 차원에서 저렴한 비
용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 문의: 뉴욕기독교방송(CBSN) 718-414-4848

미주성결교회 중앙지방회가 2월15일, 뉴욕성결교회에서 제44회 정기지방회를 열고 신임 회장 및 임원들을 선출했다

미주성결교회 중앙지방회는 2월15일(
월) 오전10시 뉴욕성결교회(담임 이기응
목사)에서 제44회 정기지방회를 열고 신
임 회장에 이기응목사와 임원들을 선출
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임원들은 회
장 이기응목사(뉴욕성결교회), 목사부회
장 김동권목사(뉴저지 새사람교회), 장로
부회장 안성주장로(뉴저지 새사람교회),

서기 이용우목사(시온성교회), 부서기 김
주동목사(갈보리교회), 회계 김경수목사
(뉴저지성결교회), 부회계 박광훈장로(뉴
욕성결교회)등이다.
한편 지방회는 새 사업계획으로 첫 번
째,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팬데믹 기간
에 미자립 교회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임원회에서 순방하며 격려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두 번째, 전반기에 줌

(zoom)으로 미래목회 세미나를 3~4차례
기획하고 후반기에는 2022년 목회계획세
미나를 개최하여 지방회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목회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
도록 돕기로 했다. 세 번째, 지질학으로
보는 노아홍수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 자녀도 가르쳐주지 않는 스마트폰 공부하기
- 강사: 문석진 목사(씨존 대표)
- 강의 방법: 유튜브채널 ‘씨존TV’ 검색
- 유튜브 강의: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문의 718-414-4848

<1면 기사 계속>

<1면 기사 계속>

글로벌뉴욕여목협,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순과 불일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넉넉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목사는 이어 “사람은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유혹이 올 때 도망
쳐야 한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
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좋은 것은 없
다. 기독교의 트레이드마크는 기쁨이다. 우
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글로벌뉴욕에
함께하기를 축원 한다”고 전했다.
권케더린목사(글로벌뉴욕증경회장)의 사
회로 시작된 2부 이‧취임식에서 안경순목사
(직전회장)는 이임사를 통해 “지난회기 많
은 계획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행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회원들을 건
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새 회기의 회장과 임원들이 성령의 인도
하심에 따라 한 회기를 잘 이끌어 가주기
바라며 축하 한다”고 말했다.
제5회기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희숙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섬김
의 본이 되자’(막10장45절)라는 표어를 가
지고 출발하고자 한다. ‘섬김’이란 내가 겸
손하여 머물고 있는 곳이 섬김의 시작이며
이곳에서 다른 이들의 일들을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이웃사랑 섬김’으로 어머
니 마음을 전하는 구제와 선교사역을 실천
하겠다. 둘째, 회원 상호간의 교제와 정보
교환 및 한인사회와 교계에 섬김의 본이
되겠다. 셋째, 어머니기도회를 통해 가정
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사역에 기도하며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전희수목사(글로벌뉴욕초대회장)는 권면
으로 “섬김의 핵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을
하는데 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바울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글로벌뉴욕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복목사(뉴욕교협부회장)는 “통 큰 글
로벌뉴욕이 된 것과 아가페 사랑으로 지금
까지 사역해 온 것을 축하한다. 헌신과 희
생과 섬김으로 부흥 발전되는 글로벌뉴욕
이 되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김진화목사(
뉴욕목사회회장)는 “글로벌뉴욕은 친화력
이 대단하다. 피스 메이커인 신임회장 김희
숙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웃음을 주는 목사
다. 글로벌뉴욕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며 예
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주는 연합회
가 되기를 축원 한다”고 축사했다.
한편 이날 1부 예배는 김사라목사의 인도,
김희수자매(가나안입성교회)의 반주, 김정
길목사(뉴욕엘피스선교회)의 예배찬양, 이
희선목사의 대표기도, 박드보라목사(기도
분과)의 성경봉독, 양승호목사의 말씀, 조
문자목사(회계)의 헌금기도, 김사라목사(
외)의 헌금특주, 정순원목사(뉴욕교협증경
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2부 이.취임식은
권케더린목사의 사회, 사회자의 개회기도,
안경순목사의 이임사, 김희숙목사의 취임
사, 감사패 및 꽃다발 증정, 전희수목사의
권면, 김희복목사‧김진화목사의 축사, 오명
의목사(감사)의 폐회 및 오찬기도로 모든
순서가 끝났다.<유튜브 검색창에 ‘기독뉴스
tv’채널을 검색하세요>

이민자보호교회 전국 심포지엄
참여했으며 3시간이 넘는 마지막 시
간까지 300여명이 자리를 뜨지 않고 진
지하게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보교는 이어 “이번 심포지엄의 목
적은 첫째, 지난 4년 동안 반 이민정책
하에 고난 받는 이웃들의 목소리를 경
청하며 향후 4년간 달려갈 공동의 목
표를 찾는 것이고 둘째, 어두운 세상
을 향해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며 셋째, 이보교
가치를 공유할 새로운 친구를 미 전역
의 교회와 각 기관에서 만나 사랑의 네
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보교는 또 “뉴욕에서 시카고를 거
쳐 LA까지, 시애틀에서 텍사스를 거쳐
조지아까지, 수백 명의 목사와 성도들
과 시민운동가와 변호사들이 모여 연
약한 자를 위해 회의를 한 것은 미국
한인교회사뿐만 아니라 한인 이민사에
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처음 있는
일이지 싶다”며 “심포지엄에서는 쫓겨
나고 밀려난 이웃들을 돌보고 책임지
려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연출됐다”고
감사해 했다.
이보교는 계속해 “참석자들의 후기는
이구동성으로 ‘심포지엄이 배움터였다’
는 것이었다. 이번 심포지엄의 의의는
첫째, 막다른 골목에 선 이웃에게 환
대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했다는 것이
며 둘째, 사회와 교회가 손을 맞잡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검
증한 것이고 셋째, 참 교회되기의 일
환으로 교회 갱신과 교회 일치를 창출

할 선교의 새로움 패러다임을 열었다”
고 평가했다.
한편 심포지엄 1부 여는 예배는 김
대호목사(뉴저지이보교TF위원장)의
사회,
주인돈신부(시카고성공회한마
음교회)의 기도, 루투워십(뉴욕Met
Church)의 찬양, 김명래총무(UMC한
인여선교회전국연합회)의 성경봉독(히
브리서13장1-3절), 이태후목사(필라델
피아빈민사역)의 ‘환대’라는 제목의 설
교, 박인갑목사(새방주교회의 축도로
진행됐다.
2부 심포지엄은 강창훈목사(뉴욕이
보교TF정책간사)의 사회로 시작돼 3
개의 세션으로 계속됐다. 첫째 세션
은 ‘하나님과 함께-From Surviving
to Thriving’이란 주제로 김종대대표
(Re’Generation)가 발제했고 신기성
교수(헨리아펜젤라대학교수)와 노용
환목사(로드아일랜드제일한인교회)가
논찬했다. 둘째 세션은 ‘이웃과 함께이보교의 지난 활동과 전망’이란 주
제로 주디장변호사(뉴저지이보교법률
TF위원장)가 발제했고 최영수변호사
(뉴욕이보교법률TF위원장)와 이창환
변호사(시카고이보교TF위원)이 논찬
했다. 셋째 세션은 ‘교회와 함께-이보
교와 교회갱신의 가능성’이란 주제로
손태환목사(시카고이보교TF위원장)
가 발제했고 윤명호목사(뉴저지이보
교TF고문)와 조선형목사(시카고이보
교TF위원)가 논찬했다.

서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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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F 선교원, 2월 정기예배 및 모임
강순영 목사 “미국 회복되는 길은 오로지 대각성운동”

CMF선교원이 2월 정기모임예배를 열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CMF선교원(대표 김철민장로)
은 지난 2월 6일 오후 5시 CMF
회관에서 2월 정기모임예배를 온
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김철
민 장로의 사회로 시작한 2월 정
기예배는 CMF 찬양 팀의 은혜로
운 찬양으로 시작되었다. 사도신
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찬양

을 드리고 김유진선교사(예멘선교
사)가 대표 기도한 후 성경말씀으
로 요엘 2장 12~17과 28절 말씀을
사회자가 봉독한 후에 강순영목사
(JAMA 원로대표)가 “국가적 위
기를 극복하게 했던 부흥 운동들”
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강순영목사는 “미국의 대선 후
에 정치적 사회적 혼란 가운데 있

는 미국의 현실을 보며 크리스천
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고 뜨겁게 도전의 말씀을 전했다.
강목사는 “요엘서는 국가적 재난
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를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의 경고
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
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이 있고 재
앙이 있으나 회개하고 기도하면
축복의 부흥이 있다.”고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강목사는 계속해서 “유럽 등 서
방세계의 기독교 윤리가 무너져가
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이 성경적
기독교가 회복되어 세계선교를 이
끌어가고 기독교를 보호해야한다.
지금은 친동성애 정책, 친낙태, 사
회주의, 모슬렘으로 어려운 상황
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

고(故) 더글러스 김 목사 천국환송예배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지난 2월 9일 있었던 고(故) 더글러스 김 목사 천국환송예배에서 유가족들이 모여 사진촬영에 임했다(매형, 매제 여동생,
누나, 조카들 그리고 왼쪽에서 3번째가 상주 데이비드 리 장로)

고(故) 더글러스 김(김재덕)목사 천국 환송 예
배가 올려졌다. 1958년 10월 2일 서울에서 출생
한 김목사는 1979년 미국으로 가족이민을 왔다.
1986년 UC 산타 바바라(Santa Barbara)에
서 화공학 학사를 취득하고 17년 동안 패밀리
비즈니스를 운영하였고 1999년부터 2020년까지
HYM 청년연합대표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
했다. 그러던 김 목사는 지난 1월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지난 2월9일 오전 10시 고재
석목사의 사회로 천국환송예배를 드렸다. 박상

목 목사(남가주교협회장)가 기도를 하고 강순영
목사(전 JAMA 대표)가 설교했다. 강목사는 다
니엘 12장 3절과 창세기 5장 23절-24절을 본문
으로 ‘천국의 스타들’의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백동휘형제가 조가를 부르고 HYM회원이 조사
를 하고 데이비드리(David Lee;매제)가 인사
및 광고를 하고 김경일 목사(남가주행복찬교회)
의 축도로 고 더글러스 김목사 천국환송 예배
순서를 모두 마쳤다.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
진 진실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잘 수행에 왔는데, 이
제는 더 이상 세계질서에 앞장 설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
은 신앙 양심의 회복, 도덕성의 회
복, 정의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데 미국이 회복되는 길은 오로지
대각성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가
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강 목사는 이어 “우리는 미국의
대 부흥이 임하도록 영적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데 하나님은 미국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부흥을 통해 나라를 새
롭게 하셨다. 부흥이 미국의 도덕
성 국가 문제 모두 해결 했고 이

고(故) 정연성 목사 천국환송예배 및 하관식
지난 2월 4일(목) 오후 12시 30분
정연성 목사 천국환송예배 및 하관
식은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장으
로 열렸다.
그린힐즈메모리얼
파크(Green
Hills Memorial Park;27501 S.
Western Ave. Rancho Palos
Verdes, CA 90275)에서 열린 예배
는 성기은목사(서기)의 사회로 윤갑
식장로(부총회장)의 기도, 김숙영사
모의 조가에 이어 정요한목사(증경
총회장)가 설교했다.
정목사는 계시록 21장 1절-4절을
본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제목
으로 설교했다. 정요한목사는 “고 정
연성목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새 하
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에 거하
기에 이 다음에 다시 만날 소망을 가
지시기를 바란다. 평소 복음의 열정 지난 2월 4일, 정연성목사 천국환송예배 및
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목회를 하시 하관식이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장으로 열
렸다
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
는데 고 정목사님이 다루지 못한 사 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한편 장례
역들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 뜻 위원은 윤갑식, 전모세, 성기은, 전
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라 지승, 조유진, 유의상, 김웅일, 한중
섭, 심진구 그리고 유족으로는 조이
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마스 김목사가 조사, 전 정사모가 내조하면서 함께 사역을
모세목사의 광고에 이어 장광춘목사 해왔다.

투자 가치 높은 뉴욕 콘도 전문 코리니!
부동산 전문가의 1:1 맞춤 컨설팅 무료 제공!
콘도 매매에서 렌트까지 ONE-STOP SERVICE!

방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 바랍니다.
뉴욕 맨해튼 오피스 : 4 WORLD TRADE CENTER 위치,

(150 GREENWICH ST 29TH FL, NEW YORK, NY 11101.)

646-322-5120

부흥은 기도 운동의 결과로 주어
졌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기
도하는 운동을 하자”고 강력한 도
전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설교 후 채형병목사(CMF)의 인
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선교의 회
복을 위하여 기도했다. 마지막으
로 개인의 기도제목으로 합심 기
도한 후에 채형병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CMF사역 소식으로 페루의 MK
특별집회를 마쳤고, 화상 결혼교
실을 준비 중이며 방송결혼 교실
을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실시하
고 있다. 문의 CMF선교원(562483-0191)

korinysales

WWW.KORINY.COM

10

전면광고

제 104 호 / 2021년 2월 20일

전면광고

NO. 104 / Feb 20, 2021

11

건강정보시리즈

SAC칼슘의 원료와 제품 소개
질에서 채취한 탄산 칼슘으로부
터 얻어지는 것임으로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다. 기존 칼슘 보
충제에 비해 200배나 수용성이
높고 99% 이상의 뛰어난 흡수력
을 보인다.
다음은 SAC 칼슘의 각 제품
이 건강회복에 어떻게 좋은지
소개한다.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완전 식품
으로 사랑 받아왔다. 굴은 예로
부터 고대 로마의 황제들이 굴
을 즐겨 먹었고, 나폴레옹은 전
쟁터에서도 굴을 계속 먹었다
고 한다. 굴은 나라나 민족마다
먹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간
혹 굴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
긴 하지만 어디서나 신선한 것
은 날로 먹는다. 우리는 초간장
이나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지만,
유럽에서는 레몬즙만 뿌려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중국에서는 날
로 먹기보다는 거의 볶거나 끓
여서 먹는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굴에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에 라이신과 히스티딘이 많아
곡류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
할 수 있고, 당질은 글리코겐 형
태로 많이 들어있어 소화 흡수
가 잘 되므로 회복기 환자나 노
인, 아이들에게 두루 좋다.”라
며 “특히 굴은 ‘비타민과 무기
질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철
분, 아연, 칼슘, 인 등이 고루 들
어 있어 빈혈 치료에도 아주 좋
다. 또한 타우린, 셀레늄, EPA가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동맥경
화, 심장병 등의 성인병 예방에
좋다.”라고 조언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 신
선한 생명의 굴 뿐 아니라 먹고
나서 그냥 버리는 굴 껍질이 우
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소개
하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DC
의 연태흠 원장(한일한의원)은 3
대를 이어 오는 한의학 집안이
며 부친인 연규석 원장(서울 한
일한의원 원장)은 ‘한국의 108인
명의’에 이름을 올렸던 한의사이
다. 연태흠 원장은 워싱턴 중앙
일보 컬럼(2015년 12월9일)에서
굴 껍질의 효능을 자세하게 말
하고 있다.
“먼저 굴 껍질을 한방용어로
는 ‘모려’라고 한다. 양방으로는 캴
슘 영양제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많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한방적인 작용으로는 먼
저 그 성질이 차고 짠 맛이 있
다. 신경 안정을 도와주고 하혈
과 땀이 많이 나거나 아이들 소

변이 자주 나거나 찔끔찔끔 흘
릴 때 사용하면 좋다. 스트레스
를 받아서 몸에서 열이 나거나
근육이 떨릴 때 혹은 심장이 빨
리 뛰고 어지럼증이 있을 때 사
용하면 좋다. 불면증이나 신경
이 불안한 사람에게도 쓰이는데
황기, 당귀, 하수오 등과 같이
다려서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위산과다 등 위장병으
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굴 껍질
을 복용하면 위출혈로 인한 지
혈작용과 함께 제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약이 된다. 비위가
약함으로 인해 오는 갑상선기능
저하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말했다.
캐나다 과학자인 이규헌 박사
(칼슘과 뼈 건강연구소 소장)는
태양이 바다와 만나는 자리에서
대단한 발견을 했다. 바로 굴 껍
질, 모려각(牡蠣殼)에 담긴 자연
치유의 능력이다. 단단하며 튼튼
한 성질을 가진 굴 껍질은 폭풍
우를 견디고 대자연의 풍화작용
을 이겨낼 수 있다. 여기에서 영
감을 얻은 이 박사는 우리가 우
리 몸을 치유하는 방식을 영원
히 바꿀 비전을 발견했다. 이는
우리 몸이 치유하는 방식을 영
원히 변화시킬 약 20년 간의 연
구 여정의 도화선이 되었다.
수천 번이 넘는 연구 끝에 이
박사는 모려각의 항산화 효과를
발견했으며, 자신의 SAC 포뮬
레이션 테크놀로지(Formulation
Technology)를 완성시켰다. 혁
신적인 SAC 포물레이션 테크놀
로지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
음을 확인한 뒤에, 그의 발견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마라내츄럴의 혁신적인 SAC
배합기술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
럼비아(BC)주의 북부해안에서
수확된 자연산 모려각에서 비롯
되었다. 현대과학의 한계를 돌
파해낸 SAC 기술은 캐나다에서
발명되었으며, 오직 BC 주의 청
정한 빙하수에서 자라난 모려각
만을 사용하였다.
SAC칼슘은 소량 5ml를 물과
함께 마시며 무독성이고 부작용
이 전혀 없다. SAC칼슘은 굴 껍

마
👉 라셀(Marah-Cel)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산화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암 등
불치병 환자들이 해당 질병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
는다. 적혈구가 산소를 가장 많
이 전달할 수 있는 약알칼리 산
성도 ph(7.35-7.45)를 유지시켜
준다. 이온 칼슘의 농도를 증가
시켜 칼슘과 연관된 100여 가지
의 퇴행성 질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마라셀은 물과 만나는 순
간 물을 이온 칼슘화시키며, 체
내에서 세포를 파동시키며 완
전 흡수시킨다. 항암 치료 후유

인을 제거한다. 리카틸은 연골
아세포(cartilage cell)를 활성화
시켜 손상된 연골세포를 재생에
도움 관절염, 류마티스등의 치
료에 도움을 준다. 임상을 통해
관절염, 허리통증 그리고 노화
또는 부상으로 인한 관절 질환
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입증
된 제품이다. 연골은 콜라겐 섬
유에 칼슘이 흡착되어 생성된다.
리카틸은 캐나다 보건청(Health
Canada)에 등록된 제품이다.

덴
👉 토소(DenTosso)
치과 치료 전, 후 단계에 요
구되는 턱뼈와 치골 등 구강골
계 건강 상태 유지와 회복을 위
한 제품 임상으로도 효과가 확
인된 치아를 위한 유일의 건강
기능식품! 덴토소는 특별히 턱의
상악골과 하악골의 골대사를 증
진시켜주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덴토소는 턱뼈의 신진대사를 증
진시키며 셀룰러 산소공급을 통
해 골세포 매트릭스와 세포막을
개선시키는데 탁월하다. 덴토소
는 시멘트질을 형성하는데 탁월
하다. 덴토소는 PDLSC(치주인
대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골
형성의 차별성, 그리고 무기질화
에 확실한 효과를 보여준다. 덴
토소는 캐나다 보건청(Health
Canada)에 등록된 제품이다.

증 증상인 무기력증, 체력 저하
증, 면역력 저하증, 식욕감퇴, 통
증, 우울증 등 여러가지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 준다. 마라셀은
캐나다 보건청(Health Canada)
에 등록된 제품이다.

메
👉 가-100(Mega-100)
메가 100은 면역기능을 향상
시킨다. 칼슘 항상성을 유지시킨
다. 비활성 단백질 칼슘 분자가
이온 칼슘으로 사용될 수 있도
록 활성화한다. 뼈의 신진대사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조골세포
(뼈를 형성하는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당뇨병을 비롯 족저
근막염, 저혈압, 만성피로, 월경
불순 등 성인병 개선, 중년의 만
성 피로에 도움되며 골다공증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 메가-100은
캐나다 보건청(Health Canada)
에 등록된 제품이다.

리
👉 카틸(Recatril)
관절 주변의 근육과 신경을 완
화시켜 정상적으로 작용하도록
도와준다. 이온 칼슘이 근골격
조직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관절
의 기능을 회복하고 통증의 원

키
👉 즈셀(Kidscel)
잠재된 성장 가능성을 찾도록
도와 키를 포함하여 성장을 촉
진시킨다. 면역체계는 물론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 성장촉진,
면역력증강, 두뇌발달, 비염, 감
기 예방, 집중력 향상 및 유지에
도움을 준다. 키즈셀은 어릴 때
부터 강한 면역력을 갖게 하여
쉬 피로해 하지 않고 활력 있게
생활하도록 해 줄뿐더러 잔병치
레를 잘 하지 않는 건강한 청소
년으로 잘 자라도록 해준다. 어
릴 때부터 축구, 농구, 탁구나
태권도 등 적성에 맞는 운동을
시키면서 운동 후 갈증 시 키즈
셀을 마시게 하면 정말 뼈도 튼
튼하고 건강이 넘치는 청소년으
로 무럭무럭 커갈 수 있다. 키
즈셀은 캐나다 보건청(Health
Canada)에 등록된 제품이다.

👉 지셀(Alzicel)
알
알지셀은 SAC 시그마 반결합
칼슘 기술을 사용하여 뇌로 공
급되는 칼슘 이온이 잘 유지되
도록 돕는다. SAC기술이 사용
된 칼슘 이온은 뇌신경의 칼슘
항상성을 조절하고 호르몬 조절,
뇌신경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록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뇌
신경의 칼슘 항상성 조절, 뇌 호
르몬 균형유지 및 뇌신경이 정
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움, 신경
퇴행질환 예방 및 둔화, 주요 증
상을 개선한다. 알지셀은 캐나다
보건청(Health Canada)에 등록
된 제품이다.
CBHI(캐나다 칼슘과 뼈연구
소)는 2011년 이규헌 박사가 설
립한 칼슘 관련 질환의 예방
과 치료에 대하여 연구하는 캐
나다의 연구기관으로, 주로 골
다공증과 암을 중점으로 지속적
인 임상실험과 연구를 통해 칼
슘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
념하고 있다. CBHI는 후원자
인 마라데오 홀딩스(Marahdeo
Holdings)와의 협업을 통해 집
약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건강한
신체에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에 집중하
고 있다. CBHI는 사이먼 프레이
저 대학교(SFU), 브리티시 컬럼
비아 대학교(UBC), 빅토리아 대
학(the University of Victoria),
미국 아칸소 의대(UAMS) 록펠
러 암 연구소 및 여러 협력 기
관의 최고의 연구자들과 파트너
십을 맺어 협업하고 있다.
마라내츄럴 제품은 천연성분으
로 된 건강식품(Health Canada
등록 및 한국 식약청 허가 필함)
이면서 캐나다, 미국, 한국, 중
국,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
세계 각국에서 질병을 치료하
는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입증되
어 병원들의 대체의약품으로도
각광받고 있고 놀라운 치료효과
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홀트 아
동 복지회 마리 홀트 이사장이
20개월 간의 마라셀 섭취로 다
발성 골수암을 완치하고 KBS
아침마당에서 인터뷰를 가진 후
더욱 유명해졌다.
복용한 분이 다시 찾는 SAC
칼슘 관련 자세한 정보는 유튜
브에서 ‘마라셀’ 또는 네이버 밴
드 ‘마라내츄럴 칼슘 아메리카’
를 검색하면 된다. 과학적인 정
보 관련 문의: 마라내츄럴 아메
리카 917-291-3800 americamarahnatural@gmail.com/www.
kr.marahnaturalusa.com (마라
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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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어떻게 해야 될까?

송정명 목사
미주 성시화 운동 공동 대표

최근 시민들의 화두는 백신 접
종이다. 만나는 사람 마다 “백신
접종 하셨습니까?” 하는 것이 인
사 말로 통용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1년 이상을 시달
려 왔기 때문에 그 탈출구를 찾아
보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 해결책
의 하나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
한 백신이 개발되고 그것이 시중
에 보급되어 접종이 진행되고 있
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받아 들이
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구석 구석과 정치∙
경제∙사회교
∙ 육문
∙ 화예
∙ 술종
∙ 교스
∙ 포츠,
더 나아가서는 국방 관계까지 엄
청난 파급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
고통이 피부에 와 닫고 있기 때문
이 아닐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 활동
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우리 크리
스천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
나 할 것 없이 백신 접종을 바라
고 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나 모
더나, 그리고 존슨앤드존슨 같은
제약회사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
과 협조를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제품을 출시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난
해 12월14일부터 접종이 시작되어
2월 8일 현재까지 3,200만명 정도
가 1차 접종을 끝내고 2차 접종까
지 마친 사람도 1,000만명 정도라
고 한다.
미국 전체 인구 3억 2천800만명
중 10% 정도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시야를 좀 넓혀 세계를
보면 아직도 요원하다. 시계 230
여 국가 가운데 백신 접종을 시
작한 국가는73개 국가이고 아직
도 백신 구경을 못한 나라가 2/3
가 넘는다고 한다. 전체 세계 인
구 78억 가운데 접종을 마친 사람
이 1억2873만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으니 1.7% 정도 밖에 되지 못
한 셈이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
면 접종자의 비율이 최소 70%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는 요원하다는 소리가 들린다. 스
위스의 투자 은행인 UBS 는 올
해 말경 10% 정도가 접종을 마
칠 것으로 예상 하고 있기 때문
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정부나 보건 당국이 백신접종을
확산 시키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접종 장소도 확산 시켜 나가
고 접종에 필요한 인원을 보강하
기 위해 1100여명의 군인들도 투
입 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생산
물량이 부족 하기 때문에 접종 예
약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뉴스
매체마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긴 줄을 매일 기사
거리로 다루고 있는 형편이다. 그
런데 이런 와중에 백신 접종을 못
하게 하는 세력들이 등장해 순진
한 사람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매체가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
종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영상들
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퍼 날라 미국 뿐만 아니
라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다. 얼
마 전에는 ‘Last Call’ 이라는 영
상이 돌아다니더니 요즘엔 “세계
를 향한 경고 2” 라는 영상이 돌
아 다니고 있다. 그 영상을 본 지

인이 목사가 올렸다는 그 동영상
을 보고 혼동이 생겨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필자에게 문의를 해오
기도 한다. 그 영상을 올린 사람
은 한국의 최호영 목사라고 밝히
고 있는데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
다. 백신을 접종하면 그 백신 가
운데 우리의 유전자를 변형 시키
는 DNA가 작용해서 우리를 짐승
과 비슷한 하이브리드로 바꾸기
때문에 ‘짐승표 666’을 받게 된다
고 한다. 그래서 백신을 맞게 되
면 주님을 대적하고 구원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 주장을 사
람들을 모아놓고 하고 있고 그 과
정을 영상에 올렸다. 그 모임에서
그 목사의 강의에 ‘아멘’하는 사람
도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의 질병
예방관리의 책임자인 안토니 파우
치 박사가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실제 사진까지 올리면서 그들이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주사를 맞지도 않고 맞는
척 쇼를 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
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거짓
말쟁이로 매도하는 것은 국가 간
의 큰 결례요, 확대되면 외교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현안인데
도 그것도 모르는 목사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 목사가 건전한
교단에 속한 목사인지 사이비 이
단에 속한 가짜 목사인지는 모르
겠지만 같은 목회자로 많이 부끄
럽다. 그래서 순진한 교인들이 혼
동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
터가 짐승의 숫자인 666 이라고
주장 하는 목사도 있었고 10여 년
전에는 벨리 칩 문제로 교계를 소
란스럽게 만들었던 목사도 있었
으니 그냥 묵살하고 넘어 갈 수
도 있겠지만 이제는 동영상에까
지 올려서 순진한 교인들을 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 주어
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백신은 우
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안전
하게 검증된 과정을 거쳐 출시되
는 과학적인 의학제품이다. 전문
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백신은 어
떤 제약회사나 연구 기관에서 몇
사람의 연구 과정을 통해 얼렁 뚱
땅 내 놓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니
다. 보통 백신을 출시 하기 위해
서는 4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그 각 과정을 ‘상’이라고
한다고 한다. 3상 시험 단계는 그
백신이 질병이나 바이러스를 약화
시킬 수 있는 지를 시험 대상자들
을 통해 시험하고 그 결과를 연령
별, 증상별로 정밀 분석해서 세계
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학 학술
지에 그 연구 결과를 게재 해야
된다고 한다.
그 결과가 학술지에 게재되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100가지
가 넘는 질문을 던지고 연구 팀
들은 그 질문이 대한 분명한 데이
터를 제시 해야 된다. 지금 세계
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의학 학
술지로는 「뉴 잉글랜드 의학 저
널』 이나 「랜싯』 이란 저널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그 단계가 끝
나면 그 나라의 식품 안정처 같은
기관에서 다시 논의를 거치고 사
용 승락이 나면 그 때부터 사용이
가능해 진다고 한다. 그래서 백신
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10여년 간
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이 이해
가 되기도 한다.
지금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제품은 그
런 과정을 그쳤고 존슨앤드존슨도
그런 과정을 거쳐 최종 식품 안
정국의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
기 때문에 조만간 사용 허가가 나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통용
되고 있는 제품들은 ‘nRNA’ 방
식을 택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도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목사
가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크리스천 의
사들도 접종을 끝내고 우리들에게
도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하고 있
다.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 필자
도 지난 1월 29일 1차 접종을 끝
내고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종교적인 신
념 때문에 접종을 거부 한다고 하
는데 그런 모습은 건전한 신앙 자
세는 아닌 것 같다. 과학이나 의
학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연구
되고 있는 하나의 영역이다.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
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온라
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때 사용하는 유튜브나 영상 매체
도 과학의 한 영역이 아닌가? 우
리 몸이 병들거나 불편함을 느끼
면 의사를 찾아 가고 의사가 처
방해 주는 약을 먹눈 것은 지극
히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도 종
교적 신념 운운 하면서 현대 의학
이나 과학을 거부한다면 외골수
에 빠진 신앙 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
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교훈해 주
고 계시지 않나? “건강한 자에게
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
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막 2:17)
는 말씀이다.
백신 접종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나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은 이번 기회에 백신
접종을 하셔서 항체를 통해 면역
력을 강화 시켜 건전한 활동을 해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접종이 우
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집단
면역을 앞당겨 나가는데 한 모퉁
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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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순례자들이 실제로 미국으로 오기로 했을까?

정부흥 박사
예일대학
에드워즈센터 연구원

영국 청교도들 중 분리파의 한
회중이 순례자가 되어 미국 플
리머스에 왜 왔었는지 살펴 봄
으로써,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왜 미국에 왔는지 그 동기나 목
적을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도
전 받고,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목
적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먼저 이 순례자
들이 아메리카로 출발하
기 전까지 무슨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살피
고, 그 본인들이 남긴 일
기를 통해서 아메리카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동기
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16,17세기 영국 종교개
혁 기간(제임스1세[1625년까지])
동안, 즉, 헨리8세[1509]가 시작
한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는 프
로테스탄트들을 박해했고, 그리
고 본지에서 다룬 두번째 칼럼
과 같이 ‘피의 메리 여왕’이 로
만 카톨릭교로 회귀하고자 했는
데 이에 반대한 청교도들 276명
을 처형했다. 이 같은 개혁기간
동안 8천 여명이 영국을 떠나 화
란, 바젤, 쥬리히, 제네바로 피신
하였다. 메리를 이어 엘리자베스
(재위1558-1603)가 여왕으로 등
극하여 45년간 통치하며 대영제
국의 기반을 이루었으나, 교회의
모든 전통은 구교같이 교리는
개신교같이 하는 중도파 정책을
유지하여 철저한 개혁을 소원하
는 청교도들 특히 목사들에 대
한 박해가 가혹하였다.
1593년에 비밀집회법을 제정
하여 16세 이상인데 국교에 불
참하고, 국교를 반대하는 사람
의 집에서 모이는 비밀집회에 3
개월 이상 참석하는 비복귀자는
추방하고, 귀국하면 교수형에 처
한다고 했다. 엘리자베스를 이
어1603년에 등극한 제임스1세는
본지의 지난 칼럼에서 살핀 것
처럼 400년 넘게 최고의 영어 성

경(KJV, 1610)으로 인정받는 번
역을 주도한 기여가 있으나, 왕
권중심의 국교회제도를 선호하
여 비국교도들을 탄압하고 처형
하였다. 결국 비국교도요 분리파
들이 전국에서 조직되었으며, 로
마카톨릭교의 잔재를 가지고 있
는 국교회로부터 분리하고자 했
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
을 만지지 말라”(Come out…be
separate)는 고후 6:17 말씀대로
따른 것이었다.
그 중 영국 중부의 노팅헴셔
주 바브워스에 있는 ‘온성도들
의 교회’라는 교회에 다니던 16
세 청소년 윌리암 브래드포드는
리차드 클립톤(Richard Clyfton, 1553-1616,
Cambridge
졸업)목사의 설교를 정기적으
로 들었다. 드디어 1606-7년 동

안, 동네 형동
∙ 생들 관계였던 성
도들은 지역 우정국장이자 집행
관으로 부유했던 윌리암 브루스
터의 농장 대저택 스크루비 멘
노(Scrooby Manor)에서 비밀
리에 모임을 시작하며 “알려졌
거나, 알려질 것이거나 하나님의
모든 길들을 최선을 다해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주님의 도우
심으로 걷기로 언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이 당국에
발각되고 체포의 위협이 다가왔
을 때, 브레드포드를 포함한 이
회중은 네덜란드로 피신가다가
선장의 배신으로 보스턴의 감옥
에 30일 동안 투옥되었다. 착한
간수의 도움으로 풀려났다가 이
듬해 1608년에 로빈손 목사, 클
립톤 목사, 윌리암 브루스터 장
로, 존 카버 집사, 존 스미스, 브
레드포드 등으로 이루어진 스크
루비 회중 공동체는 다시 시도
하여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던
암스테르담으로 피난갈 수 있었
다. 그 유명한 야콥 아르미니우
스 신학자도 1587년부터 암스테
르담에서 목회하다1603년에 레
이덴 대학교로 옮겨 교수로 있
으면서 신학적 논쟁을 일으켰다.
로빈슨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
을 것이며 1백여명의 교우들과

함께 1609년 5월에 레이덴으로
이사하였다. 그 해 10월에 알미
니우스는 죽고, 1615년에 로빈슨
은 그 학교에서 신학수업을 계
속했다. 1620년까지 영국 청교
도들이 박해를 피해12년간 비교
적 잘 정착하고 있었다. 순례자
들의 주지사, 브레드포드는 몇
년 후 회상한대로, 레이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초
대 교회들의 원시적 모습에 이
르도록 허락하셨다”고 할 정도
였다. 로빈슨 목사의 인도 하에
교인도 3백여명에 이르렀고, 예
배당과 사택을 짓고, 또 뒷마당
엔 21채의 아파트도 지었다.
옛 스크루비 회중이었던 에드
워드 윈슬로우는 1617년에 레이
덴으로 건너와 합류하고 브루스
터 장로와 함께 킹 제임스1세
와 주교들을 비판하는 소책자
들을 쓰고 인쇄하였다. 결국
이 일이 왕에게 알려져 급파
한 체포조에게 잡히게 되었
다. 화란 당국이 엉뚱한 사
람을 체포했다고 둘러 댐으로
풀려나게 해 주었다. 윈슬로
가 회상했듯이, 하나님은 네

[특별 컬럼] 초기

(5가지 동기)

(상)

청교도들에 대한 궁금증 10개

청교도들은 지금으로부터 400년전, 영국의 박해를 피해 메이플
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긴 항해를 했다. 이 청교도들의 행적과
관련, 기독뉴스 편집팀은 ‘초기 청교도들에 대해 궁금한 10가지’
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교도 전문가 정부홍 박사에게
요청했다. 본지는 다음 10가지 주제의 질문과 답변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4. 왜 순례자들이 실제로 미국으로 오기로 했을까? (5가지 동기)
5. 메이플라워호에서 생긴 일?
6. 메이플라워호 탑승자 청년이 폭풍으로 바다에 빠져?
7. 미국 건국일은 언제인가?
8. 존 하바드는 하바드대학의 설립자였는가? 무슨 목적이었는가?
9. 무슨 요인들이 있어 하바드대학이 타락의 온상이 되었는가?
10. 교회가 이토록 죽어 있는 이유는?
합류하여 두 배가 함께 출발했
으나 스피드웰 호에서 물이 새
어 다트머스 항에서 수리하여 출
발했으나 또 다시 누수가 있어
플리머스 항으로 귀항하여 스피
드웰 호는 포기하고 메이플라워
호에 옮겨 타고, 1620년 9월6일
에 최종적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덜란드에서 ‘많은 평화와 자유
(much peace and liberty)’로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렇지만 여
전히 불안했다. 그리고 12년간
의 이민 생활 가운데 2세들이
영국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
녀들을 양육하기에 안전한 곳이
못되며 타국에서 생존하기 어려
우며 미래가 없고 자신들의 영
구적인 본향이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이 같은 분리파 회중의 당시
상황을 고려치 않으면, 이 순례
자들이 단순히 종교
적 자유를 찾아서 아
메리카로 이주하였다
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물론이 이 문제
가 본국에서 화란으
로 망명한 근본적인
유일한 이유였다. 그
러나 화란에서는 그
문제가 유일한 이유
는 아니었으나 그것
이 근본적인 이유였
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인정
하고 있었다. 우리는 제3자 입장
에서 너무 해석을 붙여서 그들
의 아메리카 이주 목적을 설정
하는 것은 자칫 실수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메이플
라워 호를 직접 타고 이주한 그
순례자들 본인들이 결단한 동기
나 목적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이다.

결국 영국분리파 청교도들이
존 로빈슨 목사의 지도로 3백여
명을 이룬 교회 공동체의 60명(
총승객100명)이 다시 신대륙 아
메리카로 이주하기로 했다. 드
디어 7월 22일 레이덴에서 가
까운 델프스헤븐 항에서 작별의
시간을 가졌다. 순례자들은 스
피드웰(Speedwell)이란 배를 타
고 영국 사우스엠톤에서 메이플
라워호를 탄 일반인 이민자들과

왜 ‘순례자 (Pilgrims)’라고 불
렀나? 원래 순례자란 종교적 또
는 도덕적 목적을 가지고 장기
간 장거리 여행을 가는 사람, 특
히 외국으로 가는 사람을 일컬
었다. 특히 60명의 비분리파 청
교도들의 목사였던 로빈슨이 아
메리카로 떠나는 성도들을 향
해 남긴 고별 설교를 들은 윌리
암 브레포드(정착하여 제2대 주
지사가 됨)가 남긴 일기에서, ‘

그들은 자신들이 순례자들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것들
을 보지 않고, 하늘 곧 그들의
가장 그리운 본향을 보고 있었
다. 후에도 따라오지 못할 것 같
은 친구들이었다. 참 그리스도인
의 사랑이 있었으며 또 실제적
으로 참된 사랑의 표현들이 있
었다.” 이 청교도 순례자들의 정
체성이 무엇이었는지 잘 말해주
는 대목이다.
메이플라워가 도착한 후, 배에
서 태어난 첫 남아의 이름을 ‘
페레그린(Peregrine)’으로 지었
는데, 이 단어는 순례자란 영어
‘pilgrim’의 라틴어 ‘peregrinus’
의 남성명사형이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젊었던 지도자 에드워
드 윈슬로(Edward Winslow)는
1622 년에는 2년간의 플리머스
정착과 탐험과 실생활 이야기를
묶어 런던에서 인쇄한 『플리
머스 순례자들의 일지(Mourt’s
Relation, A Journal of the
Pilgrims in Plymouth)』란 책
제목처럼 플리머스 회중 공동체
멤버 자신들이 여전히 ‘순례자’
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화란을 떠나는 순례자들이 델
프스헤븐 항구에서 배웅하는 장
면을 기록한 브레포드 주지사의
글에 의하면, “떠날 교인들을 위
한 금식기도일, 이젠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 오고 있다, 그들
은 자신들이 순례자들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것들을 보
지 않고 하늘 곧 그들의 가장 그
리운 본향을 보고 있었다. 후에
도 따라 오지 못할 것 같은 친구
들이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사랑
이 있었으며 또 실제적 참된 표
현들이 있었다.” (기독뉴스 105
호에 계속)▣

14

오피니언

제 104 호 / 2021년 2월 20일

김/창/길/칼/럼

다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루 아침에 경건한 목사후보생 신학도들이

부족한 자가 죽어야 새 소명 가진 자가

도서관 앞에서 몽둥이 들고 기숙사에선 멱살잡고

주님 뜻을 이루리라

교회당에선 교인이 목사에게

김창길 목사
시인

똥 바가지 씌우는 타락한 교회싸움

우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에큐메니칼은 용공주의자 신신학 천주교처럼

성도를 규합하고 세를 늘리려고 해서

한 교회되려는 운동

하나님보다 나의 주장이 우선이고

NAE는 복음주의, 정통보수 장로교 전통을 이어간다는

교회를 아끼는 일보다 내 주장이 먼저였습니다

두 갈래 길에서

그래서 같은 것을 찾아 다른 것을 도외시 했습니다

같이 신학교에 온 친한 고교동창과 이유 모르게 변하는

이북출신과 이남출신 따지면서

문화는 사조를 추구하고

우리는 같은 노회지만 교회 따라

평안도와 황해도 가리면서

신앙의 아집은 교단을 형성하는

총신과 장신으로 나뉘는

경상도와 전라도 멸시하며

이성과 경험과 감성은 시대상을 망라한 굳어진 교리

총회와 노회가 교회가 갈라지고

총신과 장신은 중시하면서도

시간은 역사가 되어 낡아지는

신학교도 둘로 갈라지는

지방신학교를 소외시했습니다

외치는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나는

이 일로 상처받아 더러는 신학교 문을 떠나는 신학생

교회와 신학교가 학벌을 너무 따지는 편협한 마음

인간이 애써 만들어 낸 불완전한 주장

진리를 외치면서 상대방의 당위성을
선배들이 교회를 갈라 놓고 떠나간 자리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육십 이년 전 신학교 예과에 입학하던 열 아홉 살

나도 마무리 못하고 떠나야 할 시간

교수들은 강단에서 절절히 바른 말씀을 전하시던

후배들에게 합동과 통합이 하나되는 교단으로

이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남학생들은 정장입고 두꺼운 성경 들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 큰 교단이 되게 하소서

한자한자 메모하던 경건회

예수교 장로회 장자교단으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여학생들은 흰 블라우스에 검정치마 입고

한국교회에 책임지는 교단으로

넓은 교단 되어 거듭나게 하소서

울부짖고 통성 기도하던 경건회

한국사회에 공헌하는 종단으로

조선 야소교 장로회가 세상을 이끌고 나가던

그 시절 따뜻한 날에

세계교회를 이끄는 교단으로

다시 그런 교회되게 하소서

NAE와 Ecumenical로 합동과 통합이 나뉘는

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 하지 못한

서로 다름을 감싸주고 함께 나가는 교회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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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칼/럼

사랑하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교회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담임

이사야 17장 말씀에 보면 세상
대단한 것들도 ‘무너진 무더기’(1
절)가 되고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11절)
경고를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
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10절)이라 말씀합니다. 제가
밤에 자주 깬다고 했더니 생각을
비우라고 목회 스탭 가운데 가장
젊은 사역자가 충고를 합니다.
리차드 로어가 쓴 ‘물 밑에서 숨
쉬기’에 보면 중독에서 치유되기
위해 세가지 공간을 열어야 한다

고 하면서 ‘온갖 견해로 가득 찬
머리, 막혀 있는 가슴, 그리고 자
기방어에 익숙한 몸’을 말합니다.
제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문
제가 ‘온갖 견해로 가득 찬 머리’
에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정
말 밤낮으로 온갖 생각이 가득합
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겨 낼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어
느 코메디 프로그램에서처럼 주변
머리 없는 인간이 자기 주제파악
을 못하고 항상 “내가 아니면 누
가 이 지구를 지킬까?”라는 고민
하는 것으로 사람을 웃기는 내용
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전도사 충고를
듣고, ‘능력의 반석’되시는 하나님
께 마음을 두라는 어제 새벽기도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돕니다.
우리는 지금 옛 것은 다 지나
가지 않았고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애매모호한 ‘중간지대’에 살
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롤로 메
이(Rollo May)는 이런 때 필요
한 것은 ‘창조하는 용기(Courage

to Create)’라고 했는데, 수잔 뷰
몬트(Susan Beaumont)는 ‘How
to lead when you don’t know
where you’re going(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 리더의 역할)에서
뭘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부터 배우고 그 가운데 하
나님 뜻 찾으라)’고 합니다. 교회
를 생각할 때는 지난 날을 겸허
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오늘 현실
을 직시하고 미래를 사람들의 허
망하고 헛된 욕심을 이루려는 것
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예수님 말
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제시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
회가 속한 뉴욕연회도 코로나 사
태로 15%가 없어지고 교단 분리
의 과정에서 15%, 결국 30% 정도
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
다. 그런데 우리 인생 어떤 것이
라도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불안
이 더 커지고, 그러다 ‘무너진 무
더기’가 되기 쉽습니다. 바다에서
풍랑 만난 제자들이 탄 배에 예

수님이 오시니 무사했습니다. 능
력의 반석 위에 세워야 살 수 있
습니다. 안되는 이야기 아무리 많
이 해야 되는 일 없고, 안되도록
자기 최면과 자기 예언에 빠질 뿐
입니다. 교회도 안된다는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소용
없고 되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지켜냅니다.
얼마 전에 교계매체 ‘베리타스’
에 기고한 김경재 교수 글에 한
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 다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1. 성
경해석 문자주의 근본주의 신앙
2. 사탄마귀 이원론적 영지주의
3. 반지성적 무속적 기복신앙 4.
타종교, 타문화 배타 정복 신앙
5. 금력 권력 지향 바알신앙입니
다. 이것들이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지양의 과제라면 지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지양은 무너
져야 할 것들이지만 지향은 세워
져야 할 것들입니다. 바울은 “문
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고후
3:4-6)했습니다. 성경해석에서 정
죄와 파괴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로마 8:1-2)을 지향해야
합니다. 공중에서 내려오지 못하
는 헛소리 영지주의에서 땅의 사
람들과 먹고 마신 성육신 예수님
을 지향해야 합니다.
무지한 무식을 믿음으로 고집하
고 이기적 욕심 극대화하는 신앙
을 지양하고 나눔과 섬김의 행복
그리고 예수님 팔복 가르침의 축
복을 지향해야 합니다. 예수 구원
복음전파의 사명은 제국주의적 파
괴와 정복이 아니라 삶의 열매에
서 드러나는 향기이고 내가 살아
내는 천국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과제입니다. 거
짓 성공 헛된 출세 신앙은 지양하
고 작은 자(Least), 잃어버린 자
(Lost) 그리고 약한 자, 늦은 자,
밑에 있는 자들,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꼴찌하는 자들(Last)과 자기
를 동일시하신 예수님 사랑 지향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준/희/칼/럼

걷기 안에 있는 행복과 은혜

한준희 목사
뉴욕성원장로교회 담임

나에게는 요즘 아주 즐거운 시
간이 있다. 다름이 아닌 걷기 운
동을 하는 일이다. 걸을 때마다
뭔지 모를 기쁨이 생긴다. 아마
운동을 해서 몸에 신진대사가 잘
되어서 그런 것일까 생각도 든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더해짐을 느낀다. 집에
돌아오면 입맛도 좋다. 사랑하는
가족과 웃음꽃을 피우면서 식사를
하는 자체가 즐겁다. 아마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가 보다.

쁨 안에 있는 자체가 행복이 아닐
까 본다.

음식을 먹고 마실 때가 가장 행복
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언젠가 목사님들이 축구를 마치
고 늦은 아침식사를 한 다음 모
여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말
이 기억난다. “이렇게 목사님들과
모여 커피를 마시는 이 시간이 제
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주 소소
한 일상의 삶에 일부지만 그 말에
나도 동의한다. 좋은 사람들이 모
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커피를 마
시는 그 시간이 어쩌면 행복일 수
도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내가 그런 행복을 실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느껴진다, 비록 공원이
긴 하지만 그래도 산림이 우거진
푸른 나무숲을 배경으로 걷고 있
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덕
담을 나누면서 걷는 일이나 걷기
운동을 마치고 시장기를 느낄 만
할 때 그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한다. 이것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모
습은 아닐까?

인터넷을 통해 사람은 무엇으로
인해 행복 느끼는가를 조사한 내
용을 본 적이 있다, 세계 각국에
있는 14개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
로 조사한 내용이다, 사람들이 행
복을 느끼는 여러 가지 형태 중
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푸른 하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누린 늘, 푸른 바다, 그리고 푸른 산을
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그림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벤치
그리면서 나름대로 기쁨과 행복을 에 앉아 있는 그 때가 가장 행복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피아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
노를 비롯해서 각종 악기를 다루 이다. 그 다음에 나온 행복한 모
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습은, 격이 없이 지내는 사랑하는
한 마디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친구들과 포도주나 커피를 마시면
몰입할 때 자신만이 느끼는 기쁨 서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
이 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해야 복하다고 했고, 3번째가 사랑하는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기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그런데 문득, 이런 행복을 못
느꼈던 지난날이 기억난다. 생활
에 쫓기면서 하루하루 살기 힘들
었던 그 시기에 나는 옆에 이렇게
좋은 공원을 두고도 공원으로 나
오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교회,
집 렌트비를 감당할까, 애들을 학
원이라도 보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
을 못해주는 심정 때문인지 도무
지 걷고 싶은 마음도 없고, 걸어
도 모든 것이 원망스럽게만 느껴
졌던 그때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
서 걷기 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
쩌면 사치로 여겨질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들었었다. 한마디로 걷

는 다는 자유로움을 느끼려면 적
어도 살만한 시간적 여유가 뒷받
침되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 느껴
질 때가 있었다.
또 몸이 많이 안 좋아 집에서
만 있던 적도 있었다. 창 밖을 보
면 마음껏 걷고 있는 사람들이 그
렇게 행복하게 보였던 적도 있었
다. 걷고 있다는 자유 함도 건강
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다. 그
렇다. 지금 걷고, 덕담을 나누고,
좋은 식사를 하는 배경에는 뭔가
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게 뭘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언젠가 북한에 억류되어 2년이
넘게 고생하고 나온 목사님의 간
증이 생각한다. “이렇게 걷는 자
유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
혜인지”, “걸을 수도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이
었던가!” 맞다, 지금의 나의 행복
은 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하신 하
나님의 은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
이는 행복은 그저 사치일뿐이다.
행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여

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일이라든
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좋은 음식을 먹는 그런 외적인 일
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
로 하나님의 은혜가 행복을 느끼
는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
지 않겠는가!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
혜가 느껴지기에 오늘도 나는 걷
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 걸을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
나님의 은혜, 귀한 사람들을 만나
게 하신 것과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나는
지금 행복을 만끽한다.
한 걸음 다 나아가 지금 이글을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은혜, 두
걸음 더 나아가 하루하루 살아 있
다는 지금이 나는 한없이 행복하
다, 그것이 내 삶을 에워싸는 하
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
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고전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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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현/칼/럼

키질하고 또 키질하면
키질하고 또 키질하면 날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쭉정이는 날라 가고 알곡은 남습니다. 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키질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를 키질했는데 탐욕, 미움, 불평 등이 남아있다면
너무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장
숨가프게 걸어 다니며
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네 어깬
어디를 다니느라
그토록 무거운 것이냐
누굴 만나려고
넌 그렇게 또
한 참을 기다리고 있느냐

청암 배성현 목사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저를 키질하면 무엇이 남을지 궁금합니다.

김성국 목사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꼭 남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것은 다름 아닌 신망
∙ 애
∙ (信望愛)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날라가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남아있다면
내 삶은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암담한 현실에서 그 너머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키질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키질 속에 이 셋을 남길 수 있다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제게는 고난의 키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키질이 무엇을 남길 것인지 마음을 조아리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신망
∙ 애
∙ (信望愛)는 아닌 것 같아
마음은 부끄러움에 이미 붉어졌고,
그 마음은 벌써 콩닥콩닥 뛰고 있답니다. ▣

도대체 넌
왜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있느냐
넌 언제까지
한 짐 가슴앓이
지고 가려 하느냐
고장 난 브레이크
널 방향하게 했구나
목적지 코 앞인데
헤메고 헤메는
너 지구촌 나그네야
돌아오는
코로나 세월에
방콕하고 방콕하며
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누가 그토록 그립더냐
넌 무엇으로 사느냐
네 소원은 무엇이냐
코로나가 새로나 되었더냐
넌 누구냐 난 누구니
난 오늘 눈 폭풍으로
널 만나고 싶어
지성소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이렇게
길고 긴 편지
보낸다
눈 폭풍
창고에 들어와
욥처럼 대답해 보아라 ▣

스마트폰 칼럼

구글 어시스턴트 초보 유저를 위한 가이드
스마트폰 안의 똑똑한 비서 ‘OK 구글’

문석진 목사
씨존 대표

구글 어시스턴트 시작, 사용하
기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처음
사용하시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
의 세기의 바둑 생각나시죠. 최
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바둑의 최고중에 최고 인간실력
재대결로 주목을 받은 이 대결
은 최종결과가 알파고가 5전 4
승 1패로 이세돌에게 승리를 거
뒀습니다.

인공지능 또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
이 갖고 있는 지능 즉, Natural
Intelligence와는 다른 개념인데
인간의 학습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
니다. 이 인공지능의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자동 음성 인식 등
의 분야에적용되면서 최첨단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스마트폰에 있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
다. 예를 들면 한국말로 말하면
스마트폰이 알아 듣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안의 비서’
가 있는 것이죠. 이 비서를 활용
하기 좋은 경우가 바로 운전할
때입니다. 주행 중에 이 비서를
잘활용하면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 어시
스턴트를 이용하면 잠금화면이
해제가 되면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용법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OK구글’
‘지도 앱 열어줘’ 그리고 이때부
터는 지도 앱의 녹음기능을 사
용해서 도착지를 입력하시면 됩
니다. 예를 들면 ‘집 주소’ ‘OOO
식당’ 또는 ‘오늘 날씨 어때’ ‘전
화 앱 열어줘’ ‘OOO에게 전화걸
어줘’ ‘고향의 봄 들려줘’ ‘환율
1불이 원화로 얼마야’ ‘카톡 열
어 줘’ 그러면 카톡을. 내 비서
가 열어 주게 되는 것이죠.’문자
메시지 보내줘’ 활용법입니다.
구글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은 ‘Siri’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빅스비
라고 하는 인공 지능이 있습니
다. 오늘은 안드로이드폰 즉 삼
성 갤럭시에서 구글 어시스턴트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
려 드리겠습니다.
구글에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비서라고 했죠. 이것을 실행하

려면 첫째 비서를 불러야 합니
다. 부르는 방법은 첫째 홈 버튼
을누르고 있으면 구글 어시스턴
트가 대기합니다. 마치 “네! 사
장님, 말씀하세요!” 하는 것처럼
요. 그리고 음성을 학습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따
라 이것이 안되는 분이 있을 겁
니다. 비서를 부르는 두번째 방
법은 ‘Ok Google’ 이렇게 부르
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비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
은 세팅을 하셔야 하는데 사장
님 즉 여러분의 음성을 학습시
켜야 합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구글 어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받는다.
2.구글 앱을 엽니다
3. 하단 우측 더보기-설정
-음성-Voice Match로
액세스 켜기-음성 모델
-학습시키기
자, 운전할 때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알
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비서에게 어려워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OK Google!
<유튜브 씨존tv 채널을 검색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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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훈/칼/럼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고 훈 목사
하은교회 담임
내일부터 42일간의 대장정, 사
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묵상할 책은 잠
언입니다. 잠언은 어긋나기 쉬운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찌르는 말이라고 합니
다. 무감각 해져 있는 우리의 마
음을 찔러주어 깨어나게 하는 겁
니다. 영어로는 Proverb, 조금
다른 접근인데요. 우리가 자꾸

길을 잃어버리니까 길을 잃지 않
도록 이끌어준다는 뜻입니다. 그
래서 주제가 ‘삶의 어떤 순간에
도 하나님’입니다. 길을 잃어도,
잃어버린 길을 찾아도, 풍성해
도, 가난해도, 아픔 중에 있어도
또 건강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총 7주간입니다. 1주씩 교역자
들이 나누어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성도들께 조금 더 다
양함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입
니다.
물론 교역자들에게 좋은 기회
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1주씩 해야 하는 실천강령이 있
습니다. 그리고 함께 채워가야
할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매일매
일 꼭 해야 하는 1.5.3.이 있습니
다. 7주간 꾸준히 따라오신다면
몸과 마음의 작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자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
도록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교
회 홈페이지(haeunchurch.org)
에 들어가셔서 자료실, 교육자료
실 순서대로 들어가셔서 사순절
묵상집을 클릭하시고 다운 받으
시면 됩니다. 교회에도 200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은 가져 가세요. 주
중 오시는 분은 선교관으로 오시

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잘 활용하셔서 이번 특
별새벽기도회를 완주하실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사순절 특새를 하다 보면 봄이
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겨울
과 함께 코로나도 지나갔으면 좋
겠습니다. 특새를 통해 우리 교
회가 그리고 우리가 더 깊어지
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
니다.▣

김/금/옥/칼/럼

코로나 시대의 우울증 극복

김금옥 목사
에버그린장로교회 담임
정신신경과 전문의

지난 일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수억 명이 감염되었고 수백만 명
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2차대전
사망자 전체보다도 많다는 소식
을 전해 들으며 사람들은 할 말
을 잃었고 바라기는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감염이 줄어들기만을
바랬다, 방역당국이 그렇게 강조
한 마스크 쓰기가 새 정부가 들
어오면서 확고해졌는데 최근에는
더블 마스크를 쓴 사람들도 보인
다. 최근 환자수가 많이 줄어들었
다고 한다.
지난 일 년 동안 집에만 거주
해야 하는 등 달라진 삶의 방법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건강 상태
가 많이 나빠졌다. 가정폭력 등
가정문제도 많아졌고 외출을 못

하고 집에 가족들과 같이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간
의 갈등이 들어났다.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과 스트레스, 그로 인한
불안을 감당 못하고 내재한 갈
등이 더해지면서 감정이 평정심
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쉽사리 폭
발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
타났다.
보통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서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을 아
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과 같이 암담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때에는 감정조절
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번 코로나
같은 상상하지도 못한 병의 출현
으로 가족들이 삶의 변화를 같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
로 다가온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
은 감염병의 전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사회격리와 마
스크와 백신개발이라는 전문가들
의 말에 잘 따라주었다.
신문에서 가정폭력등이 생각보
다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나 주위의 배려가 필요한 때
에 어른들이 자신의 감정을 어린
이에게 폭력으로 폭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조실록에 장

희빈은 무역상의 딸에서 숙종의
왕비까지 되었으나 질투나 분노,
스트레스를 참지못하고 악을 저
질렀고 후에 경종이 된 아들에게
도 폭력을 휘둘렀다. 그녀는 어
머니로서 앞으로 왕이 될 그에게
사랑이나 바른 양육을 하는 대신
아들에게 폭력을 사용했다.

될 것이 있었다. 그렇게 떡국은커
녕 구정 설날도 무심히 가버렸고,
발렌타이 데이도 지났다. 생각하
니 아무에게도 카톡 카드 한 장
도 보내지 않았다. 잠도 잘 못 자
고 식사도 별 흥미를 느끼지 않
아서 조금씩만 먹었는데 이것이
우울증이구나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는 세상을 사는 인간
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고 이것
을 어떻게 감당하고 다스리는 가
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으로의 모
습이 달라진다. 어떠면 장희빈도
새로운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해
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하면서도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
리들도 지혜롭게 살아내야 할 것
이다. 예를 들어, 좀 더 자주 통
화하고 줌으로 만나고 카톡하고
텍스트 보내고….

사모이고 의사인 어느 친구가
필자에게 말했다. “요새 같은 때
에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는 사
람이 어디 있겠어요”라면서 “말
하는 것이 이상하지” 라고 말했
다. 일년간 코로나를 겪고 가장
두려운 모든 것을 본 우리는 이
제는 손을 놓고 우울증에만 잡혀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아는 사
람들이 또는 모르는 누군가들이
코로나로 이 세상을 떴다. 이제는
슬퍼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년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백신
주사를 맞을 것이라고 한다. 코로
나 감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나 이미
환자수와 사망자수가 줄어들었다.

최근 필자는 코로나의 영향이
었겠지만 마음 편히 집에서 나갈
수 없으므로 한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어느 분이 LA
에 갔었는가 하고 말했지만 무
기력해서 모든 것에 흥미를 잃고
관심도 사라진 채 죽은 것같이
지냈다. 식품점에 가야 되는데도
참았다. 아직도 냉장고에 먹어도

지난 일 년간 삶의 모습이 상
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
으나 백신개발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필자가 경험했던

것들이 우울증의 시작이라는 것
을 알았다면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감염을 피하기 위
하여 스스로 격리시켰다. 시간이
오래가니 답답하지만 그래도 코
로나를 피하고 아직도 살아있다
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을 생각하
면서 그래도 우리는 슬픔을 기도
할 분이 있고 눈물을 뿌릴 곳과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
님과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
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위로를 받
는다(계7:17). 이번에 요한 계시록
을 다시 읽으면서 키워드가 무엇
일까 생각했다. 눈물의 기도이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모든 성도
의 기도(계5:8, 8:3)이다.
발렌타인데이에 대통령영부인
이 곱창밴드로 머리를 질끈 묶고
근처 가게에 나타나서 초코렛을
샀는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편해졌다. 사람들
을 긴장과 불안에서 풀어주는 이
보다 더한 우울증 치료가 어디
있겠는가! 해피 발렌타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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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인류를 존속케 하는 근원
NO. 104 / February 20, 2021

릿한 마음은 길게 잡아 1년 안에 끝난다고
들 본다. 어떤 사람들은 1년도 길고 6개월
정도면 끝이라 한다. 왜냐하면 육체적 감
각이 갖는 센스 혹은 센서(sensor)는 계속
해 반복되면 관습이 되어버린다. 관습 되
어진 센서는 계속되면 무덤덤해진다. 이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적
용된다.

김명욱 목사
기독뉴스 대표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가 지
난 지 얼마 안됐다. 이성간의 사랑을 표현
하는 날로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날이
다. 이날의 유래중 하나다. 로마시대 군병
들에겐 법적으로 결혼이 금지돼 있었다.
진영이 여기저기로 바뀌기 때문이었다. 이
때 가톨릭의 발렌티노라는 신부가 사랑하
는 연인들을 위해 몰래 결혼을 시켜주었
다. 이 일이 발각돼 발렌티노신부는 사형
을 당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 발렌타인
데이가 생겼다. 발렌타인 축일은 영국 시
인 초서(Geoffrey Chaucer)가 쓴 시에 양
력 2월14일은 모든 새들이 교미할 짝을 찾
으러 만난다는 특별한 구절에서 연유됐다
고 한다. 또 2월13일부터 15일에 열리는 로
마시대의 축제와 연관이 있다고도 추측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랑이란 무엇일까. 남녀가 만나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일까. 좀 더 차원 높
은 사랑은 없을까. 남녀의 사랑이란 무척
이나 제한된 사랑이다. 연애할 때는 하늘
의 별까지도 따다 줄만큼 서로 사랑한다
고 말한다. 그러나 결혼만 해 보라. 연애
할 때의 감성은 얼마 못 간다. 사람마다 다
르지만 신혼의 설레는 마음은 그리 오래가
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신혼의 짜릿짜

그렇다면 영원한 사랑은 없을까. 흔히 플
라토닉 러브(Platonic Love)의 정신적 사
랑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고대 그
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순수하고 비
성적(非性的)인 사랑이다. 육체적 사랑인
에로스(Eros)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틴
어에서의 에로스는 큐피드(Cupid)와 같이
사랑의 신(神)이며 의미는 욕정 자체를 뜻
한다.
플라토닉 사랑은 육체로 관계하지 않는
다. 감각적인 사랑이 아니다. 정신적이며
마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어찌 보면
인간의 이성과 욕망을 초월한 사랑이다.
머리와 의식만 온전하지 전신마비가 된 장
애인과 나누는 사랑. 그 사랑이 승화되어
백년가약으로 맺어지는 두 사람이 있다면
그 결혼은 플라토닉 러브가 낳은 결혼이라
할 수 있다.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 본다. 첫
째는 위에서 말한 에로스(Eros)의 욕정적
이며 육체적인 사랑이다. 둘째는 스토르게
(Storge)로 혈연(血緣)이 갖는 사랑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의 사
랑이다. 셋째는 필리아(Philia)로 그리스
어에서는 친구간의 사랑, 즉 우정을 말한
다. 넷째는 아가페(Agape)다. 무조건적 사
랑이다.
네 가지 중 으뜸 되는 사랑은 아가페, 즉
무조건적인 신적(神的) 사랑이다. 아가페
는 희생적이며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사

랑이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한
다. 정신적이며 우정의 사랑은 조건이 붙
을 수 있다. 아가페를 가장 닮은 사랑을 사
람에게서 찾는다면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
머니의 희생(犧牲)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
이 불가하다.
과정신학(Process Theology)의 하나님
사랑은 인간과 함께 웃고 우는 하나님으로
해석한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럴 때 하나
님께서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게 과정신학
이다.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
간세상을 보며 ‘너희들이 책임져라’하고 뒷
짐 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다. 하나님
이 함께 아파하시지만, 인간의 책임을 하
나님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 그러니 무조
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셨다고 인간
이 해야 할 일 마저도 안하면 안 된다. 이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에
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복에 어긋
난다. 사랑에도 책임은 있다. 할 일을 다
한 사람만이 아가페사랑을 향유할 수 있
지 않을까. 발렌타이데이는 지났지만 인간
의 성적(性的) 사랑의 오고감은 또 다음해
의 발렌타인데이까지 계속된다. 아니 인류
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
나님께서 인간 종족의 번식을 위해 만들어
준 에로스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지속되어 오는 것은 에로스의 역할
이 가장 큰 중심을 이루었다고 보아도 되
겠다.
지인 중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머리 이하
가 전신 마비되어 수십년을 간호해 오는
분이 있다. 그 분을 떠올릴 때마다 그이야
말로 정신적사랑에 더해 아가페사랑까지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들곤 한다. 사랑이
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사랑이든 상관
없다. 사랑은 인류를 존속케 하는 근원(根
源), 뿌리가 아닐지. 그 중에 아가페는 뿌
리 중 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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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M 미션 모슬림 선교/난민 선교

뉴욕한인연합교회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1시 30분

U.N.은 최근 로힝야 종족을 “인종

청소”에

해당하는

오후 예배 오후 3시
삼일 기도회 수 오후 8시30분

극심한 탄압을 받는 종족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G.W.M. 미션은 이로힝야 종족을 위한 선교만을 전문하고 있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크리스 김 선교사
전화 : 818-397-5686 (문자를 남겨 주십시요)
이메일: skjungang@gmail.com

오아시스선교교회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1 peter 5:7

Oasis Mission Church
담임목사 노무홍
주일예배 오전 12시
성경공부 주일 주일 오후 2시
중고등부 오전 10시
구역모임 토 오후 6시

1 Turtle Lane Guilford C.T.06437
203-887-4989

Oasis Global Mission
북한선교, 남미.아프리카 선교
선교사 노무홍 목사
43 Wall St Madison, CT 06443
203-887-4989
Email: ROHMOOHONG@gmail.com

7618 4th Ave.
Brooklyn, NY 11209
718-833-4146 | www.ukcn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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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어린양교회

담임목사 박윤선

뉴욕예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NJ)푸른초장교회

담임목사 김종윤

주일 1부예배 오전 9시
주일2부예배 오전 11시 30분
EM Service 3부 오후 2시 30분
영어학생예배 주일 오후 11시 30분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9시
새벽예배 매일 오전 5시 30분

주일대예배 1부 오전 7시 30분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주일찬양예배 오후 2시 30분
영어예배 오후 1시
수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월~토) 매일 오전 5시 30분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오전 11시

주일예배 오후 12시 30분

EM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목요성경공부 오후 7시 30분

수요성경공부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시

69-38 47Ave,
Woodside,NY 11377
(718)899-8309 | www.nylfc.org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516-938-0383 | www.yalechurch.org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347-502-2571 | www.nycdchurch.com

118Chadwick Road.Teaneck, NJ 07666
(홀리네임병원 뒷편)
201-509-6166 | jyk3333@gmail.com

뉴욕수정성결교회

뉴욕평화교회

뉴욕만나교회

하은교회

담임목사 황영송

담임목사 임병남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주일 1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토요새벽기도 오전 6시

2567 College Point Blvd.
College Point, NY 11354
718-461-9800 | nysoojung.org

203-20 Rocky Hill Rd.
Bayside, NY 11361
718-962-5131 | nyoeacechurch.net

금요기도회 오후 7시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시 50분

담임목사 정관호

담임목사 고 훈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시
수요예배 수요일 오전 6시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영유아부 주일 오전 11시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소그룹 주일 오후 1시

이른비 예배 오전 8시 30분 [ O n l i n e ]
단비 예배 오전 10시
늦은비 예배 오전 11시 30분 [ O n l i n e ]
EM 예배 오후 1시 30분 [ O n l i n e ]
유초등부 오전 11시 15분 [ O n l i n e ]
유치부 오전 11시 20분 [ Z o o m ]
영아부 오전 11시 20분 [ Z o o m ]

170-0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5
718-445-3182 | www.nymanna.org

201-03 29th Ave.
Bayside, NY 11360
718-352-1816 | www.haeunchur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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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교회안내

주님세운교회

뉴욕에서 발행하는 기독뉴스를 보면
미국 교계가 보입니다!
기독뉴스는 미주한인교회의 입구입니다!
교회안내 광고문의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1시30분
주일학교(영유아, 유 초등부, 중 고등부)오전 11시
토요새벽연합예배: 오후 6시30분(월-금)오전9시(토)
한국학교: 오전9시(토) Youth Orchestra(주일 오후 1:30)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www.nachimban.org | 562.691.0691

718-414-4848

●
●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1983, KACLA, Korean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www.junimchurch.com
310.325.4020, 310.325.4025(F) | jscoffice01@gmail.com

1655 W. Marine,. Gardena, CA 90247 | 213.249.0771

미주평안교회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30분
2부 영어예배: 9시45분 주일3부: 11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7시30분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시
170 Bimini Pl., LA CA 90004 | www.mpcla.org
213.381.2202, 9231, 381-2535(F)

주일예배 오후 12시 30분
청소년예배 오후 12시 30분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30분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담임목사 유기천

13463 1/2 Pumice, Norwalk , CA 90650
www.cmfm.org | www. godfamily.com
562.483.0191 | 714.493.0191 | 562.684.4422

총회장 장광춘목사

담임목사 윤종선

183-16 Horace Harding Expwy,
Fresh Meadows NY 11365 | 718.751.5908

국제기아대책기구

뉴욕영안교회

회장 유상열 목사
<해외아동결연 후원>
“한달에 $30 이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ww.eafh.org

담임목사 김경열
주일예배 오전 9시 / 2부 오전11시
토요성경공부(청년)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화-토) 6시
유,초등부(주일) 오전 11시 수요기도회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중,고등(주일) 오전 11시

P.Q BOX 540802, Flushing NY 11358
917-862-0523 | breadgospel@gmail.com

59-26 Kissena Blvd Flushing, NY 11355
917.963.9356(M) / 917.678.2207(H)

뉴욕주는교회

뉴욕방주교회

담임목사 김연수

39-07 Bell Blvd. #2F Bayside, NY 718-423-5660

주일예배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EM 오후 12시 30분 | 유년주일학교 오후 12시 수요기
도회 오후 8시 30분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시 토요한국
학교 봄,가을 매주 토
145-15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917-770-5080/718-352-1603 | www.givingchurch.net

퀸즈장로교회

한울림교회

뉴저지하베스트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수요성경공부 오전 10시 30분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시

432 Lakeville RD. Lake Success, NY 11042
516-708-1517/917-364-6923 | revjchim@hotmail.com

성령으로 치유하는 교회
예배회복, 승리하는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예배 오전 6시
jongsunyun@yahoo.com | 718-812-5081
755 palisade Ave. Apt 3C Yonkers, NY 10703

Social/Financial Aid Form
Federal Verification Form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www.sunghwachurch.org | 310.515.1191/213.447.3118

결혼 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뉴욕사랑선교교회

●

담임목사 이동진
주일예배 : 1부 8:30AM 2부 11:30AM
수요예배: 10:30AM 금요찬양기도회: 8PM
새벽기도회 : 05:30AM (월-토)
EM, 유초등부: 1:30PM(주일)
성경대학 : 주일 1:30PM

담임목사 심재철

모퉁이돌

●

sociation

대표 김철민 장로

857 S La Brea Ave. Los Angels, CA 90036
213.700.4593

Business/Farm Supplemental Form
Income/Expense Form

- American Christian Literature As-

뉴욕기쁨의 교회

1311 N. San Bernando Rd. Unite 107 LA CA 90065
Parac@gmail.com | 818.245.0041

CSS Profile: $199부터~
FAFSA: $149부터~
기타서류(A la carte): $99부터~

이사장 정지윤 목사

뉴욕말씀장로교회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EPCA)

대학학자금 서류대행

담임목사 박성규

CMF 선교원

퓨리탄개혁신앙선교연구회
(PARMSC)
총재 이완재 박사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담임목사 김천수
주일예배 오전 11시 | 주일학교 오전 11시.
E M 오전 10시 | 수요성경공부 오전 10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오전 6시30분(토)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중보기도회 오후 8시 30분(목)
토요한글학교 오전 9시-오후 1시

뉴욕참교회

담임목사 김원재

담임목사 안민성

주일예배 오전 9시, 오전 11시

주일 1부예배 오전9시(한글학교 9시30분)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

담임목사 문덕연

주일 2부예배 오전11시(주일학교 및 영어권예배동시)

배 오후 8:30 금요중보기도회 오후 8:30 EM예배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오후 2:2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주일예배 오전 8:30, 오전 10:30, 오후 12:15, 오후 4:00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 영어예배(QPEM) 오후 12:00 주일학교
예배 오전 10:30, 오후 12:15 | 중국어예배 오전 9:45 수요예배 오후
8:00 | 새벽기도회 오전 6:00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 (718) 886-4040,4340,4347 | kapcq.org

2801 hillside Ave New hide park NY 11040
516-254-0595 | www.hpcny.org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201-784-1974/201-784-1361(Fax)

199-03 32nd Ave Flushing NY 11358
718-575-1142 www.chamchurchny.org

뉴욕모자이크교회

제자삼는교회

사랑으로 사는 교회

뉴저지소망교회

담임목사 장동일

담임목사 이규섭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0:30
어린이예배 오전 10시 30분 청소년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5시45분(월-토)
수요여성기도회 오전 10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

주일예배 1부 9:15AM, 2부 11AM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11 AM
한글학교 9:30AM | 새가정반 1PM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 고등부 1PM
금요예배 (FRIDAY SERVICE) 오후 8PM
새벽기도회 화-금 5:30AM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시 30분

주일 예배 오후 2:00
교회:5958 State Farm Rd. Guilderland, NY 12084
사랑방:1006 Brandywine Pkwy Guilderland, NY
12084

오전 5:30(월-금)

담임목사 박상천
주일1부예배 오전7시 2부예배 오전10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시 30분
451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201-592-6004

214-31 40th Ave. Bayside, NY 11365
718-225-6962 | www.nymosaicchurch.org

211-55 45th Dr. Bayside, NY 11361
www.dmcofny.org / 718-210-4292, 516-288-0362

5958 State Farm Rd. Guilderland, NY 12084
646-610-3927 | come2christ@hanmail.net

뉴욕그레잇넥교회

뉴욕풍성한교회

횃불선교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양민석

담임목사 박성원

담임목사 하정민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예배 오전 11시 30분 아침예배 오전 7시(월-토) 주일

주일예배 오전11시 찬양예배 오후2시

주일1부예배 오전9시 30분 낮예배 오전 11시 주일학

어린이예배 오후 12시 15분

수요예배 오후8시 금요얘배 오후9시

교 오전11시 찬양예배 오후 1시 30분

주일예배 1부예배 오전 9시 2부예배 오전11
시 EM(청년부) 오후 2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6시
715 Northern Blvd. Great Neck, NY 11021
516-466-8063/516-570-6371

주일성경공부 오후 2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34-30 150Pl. Flushuing, NY 11354
718-683-8884 | sungwonpark1212@gmail.com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145-09 33Ave Flushing NY 11354
347-804-2645 | jungha2645@gmail.com

수요예배 오후8시30분 금요기도회 오후8시 30분 새
벽기도회 오전 6시

45-50 162 St. Flushing NY 11358
718-637-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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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를 채워주세요
교회안내 광고문의

718-414-4848
기쁨과 영광교회

뉴욕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 한기술

₩ 뉴욕한마음

교회

가족상담교육센터

담임목사 정양숙
주일예배 오후12: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40분
EM. 대학, 청년부 오전 11시
김록현 장로, 김무성 장로 | 36-23 164St Flushing, NY 11358
(718)225-0303 | Pastorjameshan1028@gmail.com

134 I. U. Willets Rd. Albertson, NY 11507
http://oneheartchurchny.com | 718.309.8200

224 Main St #203 Metuchen, NJ 08840

뉴비전교회

뉴욕갈릴리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Family Counseling & Education Center

금요예배 오후 8:30 | 새벽예배 오전 5:30

동사목사 전희수/권캐더린

담임목사 황동익

담임목사 김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8시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10시

주일예배 오전11시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주일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8시 15분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11시
유년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주일 찬양 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저녁예배 매주(수) 8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시 50분
금요 기도회 매주 (금) 오후 8시 30분

41-44 149 Pl. Flushing, NY 11355
646-270-9771,646-247-8258, joynglorych@yagoo.com

167-17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917)734-1026 | dongikhwang@gmail.com

33-37 146th St flushing NY 11355
(718) 683-0191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718)358-6225 | www.nygethsemane.org

뉴욕로즐린한인교회

뉴욕성결교회

뉴욕제자들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사무엘
주일예배 오전 10시 45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얘배 오후 8시 45분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45분
(주일) 오전 8시 30분

108warner Ave, Roslyn Hts, NY 11577
(516) 317-3166 | samyjeby@hotmail.com

여기를 채워주세요

담임목사 이기응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718-357-9199 | www.moakyang.org

뉴저지성도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순복음연합교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시 찬양예배 오후 2시

718-414-4848
뉴욕신일교회
담임목사 박맹준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시 30분
수요셀모임 저녁 9시

담임목사 허신국

333Arden Ave, Staten Island, NY 10312
(718)948-0339 | www.nykec.org

담임목사 허상회

교회안내 광고문의

담임목사 라흥채
주일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성경세미나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27-23 Bayside Lane 1st FL Flushing, NY 11358
(718)224-1993 | rev_heungrha@gmail.com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7시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30분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수요파워찬양예배 수요일 저녁 8시
새벽예배(월-토) 매일 새벽 6시

수요예배 오후 8시 10분
금요기도회 매월 1,3주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 화~토 오전 5시 40분

새벽기도회 오전 6시 (매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담임목사 이만호

담임목사 양승호

주일 대예배1부 오전 7시 30분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4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수요
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은사예배 오후 8시 30분

주일 1부예배 (영상설교) 오전 7시 30분
2부 예배 오전 9시, 3부 예배 오전 11시
5부 예배 오후 2시 30분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9시

309state St Hackensack, NJ 07601
201-342-9194 | www.sungdochurch.org

188-17 73Ave, Fresh Meadoes, NY 11366
718-461-7835 | www.nyantioch.com

168-08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718-359-0166 | www.fgucny.com

사랑장로교회

뉴욕한인제일교회

뉴욕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강진식

담임목사 송인규

담임목사 이성헌

주일예배 주일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 금요예배 오후 8시
성경공부 월 오후 7:30, 화 오후 2:30,
수 오전 10시, 목 오전 9:30, 토 오후 7시

주일 대예배 11시
대학부, EM 영어예배 11시
주요저녁예배 8시30분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1시
삼일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9시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50분
산기도 매주 화 오전 9시 30분

금요기도회 저녁 9시

41-10 163th St, Flushing, NY 11358
(718) 445-7441 | mangjoonparks@hotmail.com

14-1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718-813-3354 | changil2001@hotmail.com

500 S. Broadway, Tarrytown, NY 10591
914-332-7640, www.fkmcny..com

149-03 Hawthorne Ave, Flushing, NY 11355
718-321-8581 | nydavid@hanmail.net

뉴욕충신교회

팔복선교회

가나안입성교회

에버그린장로교회

담임목사 안재현

담임목사 김여호수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 2부 오전9시,
3부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시 중보기
도회(매일)오후9시수요기도회 오후 8금요찬양/심야
기도회(1,2세합동)오후 9시

주일1부 예배 오전9시 주일2부예배 오후 12시
영어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화요 은사집회 오후 8시 30분
금요 은사집회 오후 8시 30분

대표 이추실 목사

담임목사 김금옥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Sharing Group: 주일 오후3시
청년부 모임: 토요일 낮 12시

153-11 Barclay Ave, Flushing, NY 11355
718-359-0040 | www.choongsyn.net

1045 Old Academy RD. Fairfield, CT 06824
203-339-1201 | www.yesunimchurch.org

13-15 College Point Blvd. College point, NY 11356
646-725-9316

208-37 32nd Ave, Bayside, NY 11361
(718)614-4565 | www.epcny.org

뉴욕효신장로교회

퀸즈한인교회

예수생명교회

천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담임목사 김바나바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15분
2부 오전 8시 30분, 3부 오전 10시 15분
4부 오후 12시, 5부 오후 1시 30분
6부 BM&MEM 오후 3시 7부 오후 7시 30분 수
요예배 오전 11시/ 오후 8시 30분
새벽예배 오전 5시 50분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11시
장애인 예배 오전 11시 |
3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금요영성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예배
오전 11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30분

담임목사 이승원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45분

42-15 166 St, Flushing, NY 11358
718-762-5756

89-00 23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 (718) 672-1150 | www.kcqny.org

39-03 little Neck Parkway, Little Neck, NY 11363
516-780-4525 | www.Jesusmylifechurch.org

58-30 193rd St, Fresh Meadows, NY11365
718-357-4064 | http://heavenlyvoice.org

에벤에셀선교교회

주님사랑선교교회

프라미스교회

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목사 박현숙
공동담임목사
최창섭, 이재홍
220-16 union Tumpike, Bayside, NY 11364
(718) 570-5858(한어권), (718)766-8625(영어권)

주일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30분(주일제외)
214-34 35th Ave, Bayside, NY
718-926-5599

담임목사 허연행
주일 1부예배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10시 30분
영어예배 1시 30분
새벽기도 월-토 5시 30분 금요예배 8시

130-30 31Ave, Flushing NY 11354
718-321-7800 | www.Promiseny.com

담임목사 이풍삼
주일1부예배 오전 9시 주일2부예배 오전 11시 사랑
의 교실(장애인) 예배 주일 오전 11시
새벽예배 (월~토) 오전5시 45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914-961-9250 | www.nydong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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