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뉴스

뿣뿠뿠뿦년 뿦월 뿪일 월요일 붳제뿦뿠뿤뿤호붴

뼾독서는 영적 신앙생활의 보약뼿

오늘을 행복하게

한국민족의 선교사명

생명 있는 자에 사명 있어
신해야 하겠습니다뷐
존 웨슬리는 뼾언제 어디서나 영혼구
원이라는 구호 아래 기도와 전도에 힘
썼다뼿고 말했습니다뷐 그가 복음을 전
파함으로써 영국 사회가 구원을 받게
되고 부흥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
었던 것입니다뷐
세계사를 살펴보면 복음 전하는 개
인 가정 국가는 모두 복을 받았습니
다뷐 선교사업에 힘쓰면 보장된 축복이
임합니다뷐 국내선교도 중요하지만 해
외선교도 중요합니다뷐
아펜젤러와 언드우드 같은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뷐 해
외선교에 힘쓰는 나라가 교회 부흥은
물론 국내 복음화도 가져오게 됩니
다뷐

가정의 달 독서캠페인 홍보대사

정 영 숙 권사

신앙서적 항상 휴대뽝뼾연기하는데도 최고의 스승뼿

이사야 뿥뿩뷍뿢뿠∼뿢뿤
뼾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
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
니 하리라뼿붳사 뿥뿩뷍뿢뿠∼뿢뿢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 많
이 있습니다뷐 가정 재물 생명 등뷐 그러
나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
다뷐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
다뷐 교회의 사명 또한 영혼을 구원
하는 것입니다뷐 우리의 마지막에는
육체도 정신도 없어지지만 영혼만
은 영원합니다뷐 우리의 죽음 이후
에는 천국과 지옥 백성으로 나눠지
게 됩니다뷐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믿지 않
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명인 것입니다뷐 물질과 생명
을 바쳐서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

뿤뿢

나겸일
붷주안장로교회목사붹

뼾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
하게 되었도다뼿붳요 뿥뷍뿤뿦붴라는 말씀처
럼 곡식이 익은 다음에 추수하지 않으
면 땅에 떨어져 썩게 되는 것입니다뷐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지옥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면 많은 삯도 받게 됩니

영혼구원은 그 자체가 기쁨
다뷐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뷐
또한 추수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기
쁨이 되지만 영혼구원을 하는 자에게
도 기쁨이 됩니다뷐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하늘의 상급도 있지만 땅에서도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도 땅끝
까지 이르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서입니다뷐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
선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뷐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입
니다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아시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시기 원하십니다뷐 우리 교회를 부
흥뷏발전하게 하신 것도 선교에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뷐
시기적으로 정치 경제가 어렵지만
더욱 선교에 힘써 우리 민족 위에 하
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세계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
를 파송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
릅니다뷐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명령인 전도
와 선교에 힘쓰다가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
름으로 축원합니다뷐

뼾모든 신앙인이 한달에 뿣권 이상씩 독서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뷐 독서야말로
마음의 양식이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보약이라
고 생각합니다뷐뼿
한국기독교출판협회와 한국기독교서점협의
회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가정의달 독서 캠페
인 홍보대사를 맡은 탤런트 정영숙붳사진붴 권사
는 이번 역할에 대해 영광스러움과 함께 큰 자부
심을 보였다뷐
책을 유난히 좋아하는 정 권사는 독서를 통해
얻는 기쁨과 행복감이야말로 이 세상 무엇과 비
교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등 한동안 뽯독서 예찬
론뽰을 펼쳤다뷐
뼾책을 읽으면 수준이 높아지고 영적으로 안정
되며 성숙해지는 것을 느낍니다뷐 특히 책속에서
새로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의 짜릿한 감
정은 말로 형언키 어렵습니다뷐 우리 모두 독서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뷐뼿
정 권사는 직업상 독서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

히 느끼고 있다뷐 다양한 사람들을 연기하는 데
독서만큼 좋은 스승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뷐 실
제로 주위에선 정 권사의 순발력 있고 실감 나는
연기력과 뛰어난 대사 암기력이 독서에서 비롯
됐다고 인정하고 있다뷐
뼾뿦월 가정의달을 택해 독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뷐 가족이 손
잡고 서점을 찾아 책을 고르고 서로 선물하는 것
만으로도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인 것이죠뷐 이를 계기로 책 읽는 가정 풍토
를 만들면 더욱 좋고요뷐뼿
본인 스스로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정 권사는 뼾믿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기독교 서
적을 읽으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진다는 확신
을 갖고 있다뼿고 말했다뷐
여의도침례교회를 섬기는 정 권사는 항상 가
방에 신앙서적 한두 권을 넣고 다닐 정도로 독서
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뷐
한편 기독교출판협회와 기독교서점협의회는

이달 한달 동안 전국 기독교서점에 응모권을 비
치하고 뿦뿠뿠뿠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경품행사
정수익기자
를 벌이고 있다뷐

평양 봉수교회 남북연합 예배

인터넷서 첫 공개
평양봉수교회의 남북연합 예배 실황이 국내 인터넷에서 처음 공개
돼 기독네티즌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뷐
남서울중앙교회붳피종진 목사붴는 자체 홈페이지붳쀥쀥쀥뷐쀜쀡쀑쀏뷐쀝쀠뷐쀙
쀠붴에 지난 뿣뿠뿠뿢년 피종진 목사가 조선그리스도교연맹붳조그련붴의 초청
을 받아 방북뷏부활절기념예배에서 설교한 예배 실황붳사진붴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올려놓았다뷐

뿤뿢분 분량뽝피종진 목사 설교 듣는 북성도들 표정 생생
뿤뿢분간 녹화된 이 예배 실황은 북한 봉수교회 성가대의 찬양과 북한
성도들의 표정뷏함께 예배 드리는 외국인 등 북한교회 예배 모습을 그대
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뷐 이날 예배에는 역시 조그련
초청으로 함께 방북한 조국통일기도동지협의회 소속 이중표 진요한 오
도석 목사 등도 순서를 맡아 참석했다뷐
녹화 내용에 의하면 이날 예배는 조그련 위원장 강영섭 목사와 리춘
국 국제부장 등 교계 인사와 성도 뿤뿠뿠여명이 참석했으며 피 목사는 이
날 뽯부활의 승리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뷐 피 목사는 뼾예수 부활이 민

족의 부활과 영혼의 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루자뼿고 강조했다뷐
피 목사는 이때를 회고해 뼾당시 예배는 분단 뿦뿠년 만에 최초로 이뤄
진 부활절 예배였기에 매우 감격적이었다뼿며 뼾당시 예배 녹화를 금지
했고 내용을 반출하면 안된다고도 했지만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 촬
영했다뼿고 밝혔다뷐 또 뼾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남한 성도들이 북한 주민
들과 교회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자는 취지에서 예배 실황을 공개
하는 것뼿이라고 말했다뷐
현재 남서울중앙교회 홈페이지에는 하루 방문객 수가 뿢뿠뿠뿠명 이상
을 기록뷏현재 뿩뿧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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