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뿣뿤미션뿣뿠뿠뿤년 뿦월 뿢뿠일 토요일 붳제뿥뿥뿣뿢호붴

오늘을행복하게

주를앙모하라

이영제 목사

컴퓨터선교회대표

본문뷍이사야 뿥뿠뷍뿣뿨∼뿤뿢
사람은 저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

다뷐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소망을 둡니

다뷐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

자녀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뷐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

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뷐 이처럼 저마

다 바라보는 대상이 다릅니다뷐 이 땅에

서 필요한 물질과 부모나 자녀를 바라보

는 것이 굳이 잘못되었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뷐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못됩니다뷐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책임지

고 죽음에서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

다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

상이 있습니다뷐 그분은 곧 주 예수 그리

스도이십니다뷐

성경 원문의 뽯앙망뽰은 뽯모으다뽰뽯쳐다보

다뽰로 해석됩니다뷐 간절히 소망을 담아 바

라봄을 뜻합니다뷐 영어성경은 뽯뿼쀝쀞쀓뽰로

번역했습니다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뽯기

대하는뽰으로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뷐 시편

뿤뿨장 뿪절 뼾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

이나여호와를기대하는자는땅을차지하

리로다뼿고했습니다뷐

천재지변을 당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람은 참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뷐 우리

는 뿣뿢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뷐 우주선

을발사하고생명을복제하는세상이되었

다고큰소리치지만자연재해를당할때보

면 참 무력한 존재가 인간의 모습인 것 같

습니다

자신이 편안할 때는 대단한 줄 알고 힘

들고 고달프면 누군가에게 매달리려고 합

니다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뷐 오

늘의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뷐 이스

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똑똑

히 보았습니다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

셨고애굽을향해열번의재앙을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들고 어려워지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

하고불평을쏟아냈습니다뷐

하나님은 때맞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

해서뷏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

서 순간순간 저들을 도와주셨습니다뷐 그

런데도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뷐 그 결과 하나님께

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는 자가 많았

습니다뷐 그러자 다시 모세에게 불뱀을 없

애달라고 말합니다뷐 그래서 모세는 하나

님께서시키신대로했습니다뷐 뼾모세가놋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뼿붳민 뿣뿢뷍

뿪붴고 했습니다뷐 놋뱀은 자신들이 만들었

던 금송아지처럼 비싼 금덩어리가 아닙니

다뷐 놋뱀은 장난감 같은 보잘것없는 것입

니다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살 수 있었

습니다뷐

우리에게는 놋뱀과 비교할 수 없는 하

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뷐 십자가에 달

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해주십니

다뷐 단순히 쳐다보는 것하고 주를 앙모하

는 것은 다릅니다뷐 앙모하는 것은 사랑하

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뷐

주를 앙모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뿤뿤장 뿨절

에 뼾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뼿라고 했습니다뷐 주님

을앙모하기위해서는먼저주님의성전인

교회에나가야합니다뷐

이사야는 뼾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

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

하도록 앙망하나이다뼿붳사 뿤뿩뷍뿢뿥붴라고 했

습니다뷐 눈이 빨개지도록 주님을 바라보

았다는 것입니다뷐 이렇게 주님을 앙망하

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뷐 이 힘은 독수

리가날개치며올라가는것과같고달음박

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

곤치 아니하는 힘을 주십니다붳사 뿥뿠뷍뿤뿢붴뷐

뿐만 아니라 뼾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뼿붳사

뿥뿦뷍뿣뿣붴고하셨습니다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

주님 앙망하는 자 구원 얻어

선교뿣세기를맞는문경동성교회뷐사진은 뿢뿪뿥뿣년당시초가지붕이었던교회와성도들의모습뷐

경북 문경시 마성면 동성

교회붳담임목사 최호득뽢뿥뿣뺋

사진붴가 오는 뿢뿦일 창립

뿢뿠뿠주년을 맞는다뷐 이 교회

는 뿢뿪뿠뿤년 뿦월뿢뿦일 전승달

성도에의해세워졌다뷐전승

달 성도는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에 의해 해체되면서받은 퇴직금으로교회

붳설립당시노목교회뷏뿢뿪뿨뿦년 동성교회로개칭붴

를세웠다뷐그는이후일경에의해순교했다뷐

동성교회는폐광으로인해황폐화된면단위

시골교회이지만성도수가 뿢뿦뿠명에이른다뷐이

처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폐광되리

라는 것을 예측하고 에덴축산이라는 협동농장

을설립뷏지역주민과함께해왔기때문이다뷐여

기에다성도들의뜨거운기도와 뿣뿠뿠뿢년부임한

최목사의열정도큰몫을했다뷐일반직장에서

근무하다 뒤늦게 신학을 공부한 최 목사는 부

산 초읍교회 부목사뷏미국 로스앤젤레스 새한

교회교육목사뷏부산진교회부목사로사역하다

가 뿣뿠뿠뿢년 뿣월이교회에부임했다뷐

최 목사는 특유의 성실함과 친화력을 앞세

워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 성장에

진력했다뷐 그는 교육과 말씀뷏봉사와 선교를

목회 철학으로 정하고 생활을 통해 말씀과 행

동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줘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목회자상을세웠다뷐

최 목사는 뿥뿠뿠여 비신자 가정을 방문뷏복음

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재배한 무공해 농산물

을 도시와 직거래뷏도시인들에게는 신선한 먹

을거리를 제공해주고 주민들에게는 보다 많

은소득을안겨주고있다뷐

동성교회는 뿢뿦일 본당에서 드리는 교회 창

립 뿢뿠뿠주년 기념예배 때 장로뷏안수집사 임직

식과 담임목사 목회학 박사학위 취득 감사예

배도함께드릴계획이다뷐

최 목사는 뼾뿢뿠뿠주년 기념예배에는 출향한

동성교회출신성도들을초청뷏함께예배를드

린 뒤 뽯동성교회 신우회뽰도 조직할 계획이어

서 동성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것뼿이라고말했다뷐

문경＝김재산기자 쀘쀡쀙쀗쀛쀙쀐＠쀙쀛쀗쀐뷐쀑쀝뷐쀙쀠

한세기면면히지역사회밝힌등불

창립 뿢뿠뿠주년 맞는문경 동성교회

폐광예측하고협동농장설립주민과함께하는교회로성장

성도들의 기도뺋담임목사의 열정 뽯시골교회 표상뽰으로 우뚝

뽯자녀교육 이렇게뽰 주제로 강연

△류태영 박사붳대산농촌문
화재단 이사장붴＝뿢뿢일 오후

뿨시 서울 상봉동 예정교회붳설

동욱 목사붴에서 뽯자녀교육뷏이

렇게뽰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붳뿠뿣뽜뿥뿤뿦뽜뿠뿦뿥뿢붴뷐

△장광영 목사붳목양세계선
교회 생명말씀축제 대회장붴＝
뿢뿪∼뿣뿣일 마석 수동기도원에서

산상축복대성회를 개최한다뷐

강사는 예태해 김명수 이천수

목사등이다붳뿠뿣뽜뿥뿠뿪뽜뿤뿧뿤뿦붴뷐

△장현운 목사붳충은교회뷏
호서대 겸임교수붴＝뿢뿣∼뿢뿤일
지리산 지역에서 개최되는 부

산장신대 총동문 수련회 강사

로 참석해 교회성장세미나를

인도한다뷐

수동기도원서 산상축복대성회

부산장신대 동문수련회서 세미나

△기독교치유상담원붳대표 이윤호 목사붴＝
전국목회자및평신도지도자초청성령뽢치유뽢

영성세미나를 뿢뿪일부터 뿣뿢일까지 서울 송파동

꿈의 축제교회에서 개최한다뷐뽯뿢뿣가지 승리의

삶을위한능력원리뽰를주제로매일오전 뿢뿠시

부터오후 뿦시까지계속된다뷐주강사인이윤호

목사를 비롯한 전문치유사역자들이 참석자들

을위한개인적상담과치유기도등을해준다뷐

또 매주 목요일은 뽯성경의 치유와 현대인의 치

유뽰를 주제로 영성집회를 연다뷐 이어 다음달

뿢뿧∼뿢뿩일에는 뽯치유와 성령의 기름부으심뽰을

주제로 뿤뿥차집회를갖는다붳뿠뿣뽜뿧뿣뿥뿣뽜뿥뿠뿤뿧붴뷐

기독단신

뿢뿪일부터 성령뺋치유뺋영성세미나

△한국네비게이토선교회 교회제자훈련원

＝뿣뿧∼뿣뿩일서울성산동네이게이토선교회본

부에서 뽯제뿢뿢회 목회자를위한제자훈련뽰 강좌

를 연다뷐 담임 교역자와 부교역자를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윤용서 네이게이토선교회 회장이

강사로 나선다뷐 제자훈련 목회의 개념과 전

략뷏제자훈련의 실제와 방법뷏성경공부 인도

법뷏개인전도 및 다리예화 전도법뷏지도력 계

발등을중점적으로강의한다붳뿠뿣뽜뿤뿤뿨뽜뿣뿩뿥뿠붴뷐

△일본복음선교회붳뿾뿹쀁뽢대표 백종윤 목사붴
＝뿣뿪일 오후 뿨시에 일본선교센터에서 뽯예수님

의제자들뽰 워십콘서트를개최한다뷐한국예수

님의 제자들이 주최하고 일본복음선교회가 후

원하는 콘서트는 일본에서 찬양선교사로 활동

중인 임미정 선교사와 쀇뿵쀍붳뿷뿷쀁 혼성 보컬

팀붴리나가나붳재일교포쌍둥이듀엣붴반석위에

붳밴드연주팀붴등이출연한다붳뿠뿣뽜뿤뿪뿤뽜뿢뿨뿨뿣붴뷐

△예장고신 남부산노회 남전도회연합회

붳회장 김태봉 장로붴＝뿣뿣∼뿣뿤일 뿤차례 영적대
각성집회를 부산남교회당에서 김동호 목사를

강사로 개최한다뷐 고신교단과 고신대뷏고신의

료원을 위한 특별기도회도 함께 마련된다뷐 주

제는 뽯반석 위에 세운교회뽰뷐 특히 뿣뿤일에는 심

야특별기도회를 갖고 교단을 위해 뜨겁게 기

도하는시간을갖는다붳뿠뿦뿦뽜뿤뿩뿤뽜뿩뿢뿢뿦붴뷐

뿢뿢회 목회자를위한제자훈련강좌

뽯예수님의 제자들뽰 워십 콘서트

김동호목사 초청 영적각성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