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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4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오진희 집사(1971년 생)는 서울성락교회 수원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

“여보, 아이가 생겼어!” 임신을 확인하자 기쁘고 흥

회의 원로감독님께서 예배 후 특이한 광고를 하셨습니

5년 터울로 둘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초등

분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만

다. “불임 환자들을 위한 집회가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

학교 2학년이 됐을 무렵, 아이는 ‘성조숙증’이라는 진단

에 아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은 참석하세요.” 그렇게 특정한 문제를 위해 집회를 가

을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이 1년 6개월 빠르

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지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

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이 일찍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것

회라 여긴 저는 남편과 함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입니다. 그렇게 되면 키가 155cm 정도로 멈춰버릴 것이

결혼하니 아기를 안고 다니는 엄마들의 모습이 자
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시간

집회에는 같은 고민을 가진 가정들이 꽤 많았습니다.

고, 28일에 한 번씩 호르몬억제주사를 맞는 치료를 해야

이 길어질수록 자녀에 대한 열망은 깊어져갔고 동시

말씀을 듣고 축사(逐邪.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

에 불안감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다가 아이를

는 것)를 받았는데 영적으로 방해하는 귀신들이 쫓겨나

도하는 가운데 의사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

못 낳는 것은 아닐까?’ 불임 전문 병원에 찾아가 검

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습니다. 저도 남편과 마

선이라는 믿음이 생겨 치료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

사도 받아보았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함께 축사를 받았습니다.

으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힘들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남
편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 저는 아이가 생길 것을 위

그리고 원로감독님은 각 가정마다 일일이 머리 위에 손
을 얹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고 중학교 1학년이 된 딸은 의사
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 키가 160cm이며 성조숙증으로

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

집회에 참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몸에

인해 염려됐던 증상들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체크해보

님께서는 위로해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

어떤 변화를 느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보니 아이

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아무리 현대 의학이 발달했다

가 생긴 것입니다. 4년 동안의 서러움이 씻겨져 나가는

지키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해도 생명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

듯 했고 남편과 저는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나중에

자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 것이 아

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

알고 보니 집회에 참석했던 다른 많은 가정에서도 아이

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

었습니다.

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길 때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기도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는 서울성락교

기쁨으로 아이를 출산했고 이후로 큰 어려움 없이

붙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Ser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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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 (마태복음 8장 5~13절)
김성현 목사 서울성락교회 감독

하

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입에서 나

통해 과거의 그러한 성품과 습관과 가치관을 버려

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

오는 말씀에 복종하려는 자세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야 합니다.

전부터 그와 함께 계신 말씀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

예수의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먹자

만물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올지라도

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삶의 위기가 닥쳤

사람은 의지를 사용하여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있습

을 때 하나님의 이적을 힘입어 눈앞의 고통을 뿌리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습

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귀로 듣고도 그것을 실천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항상 체험하는 것

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질병입니다. 병의 고통은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외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실천하려는 자세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기 때

고통을 몇 십 년이나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의

로써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또 하나의

고통이 오래되다 보면 마음도 병들게 되고 가족들

말씀하실지라도 육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실천을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기 때

까지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

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받는 과정을 통해

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영혼이 육

자신의 공력을 쌓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날을 준

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해야 합니다.

자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온갖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지나는 동
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분
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부장처럼 “주님, 제가 순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종하겠사오니 제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

수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씀을 지식으로서 축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

치료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을 소리로서 받는 것과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하는

있으니 가정의 평안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가난의 퇴거를 명하여 주시

한 백부장이 예수께로 나아와 자신의 병든 하인을

옵소서!”라고 주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마 8:5). 예수께서는 ‘내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서 고쳐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은 뜻밖

위해서는 교회생활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세상

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

드시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

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이 대답을 듣고

이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

깜짝 놀란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고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세상에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여긴다든지, 평소에는 하나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히

을 외면하다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백부장은 주님의 명령만 있다면 하인의 병이 떠

4:12). 그러나 사람의 의지만큼은 예외입니다. 주님

찾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자기

은 문을 두드리십니다(계 3:20). 그 소리를 듣고 문

특별한 문제에 직면하여 비로소 기도로 이적을 보

집에 모시기도 어려울 정도로 크신 분으로 보았습

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는 결코 어려운 일

겠다고 하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주님의 입에서 나

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적인 지식을 높

합니다. 평소에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오는 말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

이 쌓아올리다가 그 높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기

이름을 부른다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

온 말씀 한 마디만으로도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확

때문이 아니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가 되어서는

신했던 것입니다.

받아먹고 삼켰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교인, 이웃 등과의 관

못하였노라”(마 8:5~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달라고 간구하기

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

그러면 인생길에서 어떤 고비를 만나든 하나님의

동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백부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안수를 세게 하느냐

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

약하게 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의

정도로 타락한 성품을 지니고 있던 자들입니다. 우

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리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신앙생활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전에 먼저 회개하고 응어리를 풀어야 합니다.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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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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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까지 위험에 빠트리기도 했다. 또 뒷차의
전조등이 밝게 비친다는 이유로 일부러 급정거를

하나님은

보복운전

생명을 주는 이시다

하거나 시내버스가 느리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진
로를 방해하는 등 사례는 다양하다.

그가

보복운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상의 피해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신체상의 상해 및 죽음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말씀을 보내셨으니(요 1:1)

최근 미국에서는 운전 중 사소한 신경전을 벌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던 사람이 결국 상대방의 집까지 쫓아가 총으로

하나님이시다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뜻은

성경은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

상징적이란 뜻이 아니다

들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이시란 뜻이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1:14)
우리의 믿음에 이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자가 그의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다

최근 ‘보복운전’을 다룬 기사가 뉴스에서 심심치

사나우며’라고 말한다(딤후 3:1~3). 주님은 이와

않게 들린다. 이는 운전 중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같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서로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그리고 형제가 죄

차선변경을 하려 했던 어떤 차는 버스가 끼워
주지 않자 그 버스를 앞질러 가로막아 버스에 탄

를 범하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다(마 18:22).

인간에게는 수많은 고통이 도전한다
이를 이기려면 전능하신 말씀이 필요하다(출 15:26~27)
말씀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하신다

예술로 이야기 하는 성경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자

오라토리오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 성령은 이 말씀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창세기와 출애굽기, 시편으로 텍스트를 완성했
“이집트의 이스라엘인”을 들어보면 헨델이 왜

성령의 말씀은 곧 진리이다

오라토리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다.

○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다

이집트에 쏟아지는 열 가지 재앙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이심을 믿는 믿음이

홍해 앞에 선 장면에서의 오케스트라 연주는 마

실상이다

치 지금 내 앞에 열 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홍해

○ 그러므로

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극적 감동을 준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하나이시고

음악, 곧 소리로 표현해 내는 서사적인 묘사는 오

성령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하나이다

라토리오가 아니라 마치 오페라를 보고 있는 듯

※ 말씀이 없어서 무능하고
말씀을 받지 않아서 멸망한다
예수는 말씀으로 마귀를 떨어뜨리셨다

위성 예배 안내

경기지역
가 평 031)582-9122
구 리 031)557-6040
김 포 031)998-0191
남 부 031)387-7846
남인천 032)465-3696
능 곡 031)818-8291
덕 정 031)858-1671
인 천 032)817-8291
부 천 032)321-8886
부 평 032)546-9818
분 당 031)717-6525
서안산 070)7300-8621
서인천 032)574-8924

있다. 놀라운 것은 대본 작가 없이 헨델이 직접
다는 점이다.

역사하신다

서울지역
강 남 02)569-8174
강 동 02)475-1815
강 북 02)980-9661
강 서 02)2658-7821
광 명 02)2681-3249
금 천 02)803-1165
노 원 02)934-5816
동 부 02)493-8666
서대문 0 2 ) 3 0 7 - 8 2 9 1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담고

서 정 031)611-9011
성 남 031)756-2777
수 원 031)243-6906
시 흥 031)318-0243
안 산 031)418-0517
예 일 031)395-9191
원 당 031)966-3004
의정부 070)7300-8710
이 천 031)633-0690
일 산 031)921-8291
통일동산 031)957-9188
평 택 031)658-4940
포 천 031)535-1456

대 전
서대전
몽산포
예 산
천 안
청 풍

042)532-7787
042)582-1618
041)672-1791
041)333-8429
041)564-9182
043)648-3965

강원지역
강 릉 070)7300-8280
원 주 033)762-8295
춘 천 033)251-8291

교단 교회
구 미 054)455-9527
김 천 054)431-4894
대 천 041)936-1875
동두천 031)862-7082
마창진 055)252-3855
전주세계로 010)6263-0191
청 주 043)262-9022~3
파주성락 031)943-0662
포항성락 054)252-2284
서울새벽 02)467-5964~5

호남지역
광 주 062)262-7216
군 산 070)8776-6200
제주지역
제 주 064)723-5447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이집

하다.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트의 이스라엘인”이다. 이 작품은 “메시아” “유

있다면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들어보기를 권한

다스 마카비우스”와 함께 헨델의 3대 오라토리

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맛

오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볼 수 있을 것이다.

BOOK STORY

교회와 영혼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다. 본서는 교회와 우리 영혼이 어떤 관계며, 올바
른 교회 생활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교회라 함은 건물만을 말함이 아니다. 예수의 몸
을 비유한 그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육
체에 담지 말고 예수의 몸 된 교회에 담아서, 거기에

영남지역
대 구 053)965-0445
부 산 051)501-1130
울 산 070)7300-8690
충청지역

서 하늘로서 오는 양식을 먹으며 신령한 물을 마셔야
한다. 항상 거룩하고 항상 신령하고, 기도하고 봉사함
으로써 자기 영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 …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몸이 된
교회가 참으로 강건해야 한다.” -머리말 중에서-

Church
무화과나무 아래

모기

위험한 생물 3위는 신경을 순간 마비시키는 치명

04

CARTOON

적인 독을 가진 뱀인데, 이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은
일 년에 9만 4천 명에 이른다. 2위는 한국에는 잘 알
려지지 않은 주혈흡충을 보유한 중간 숙주 우렁이
다. 이 우렁을 잘 익혀먹지 않아 감염되어 죽는 사람
이 한 해에 20만 명이 넘는다. 이때 2위부터 10위까
지의 위험 생물 모두를 합쳐도 모기 때문에 사망하
는 사람 숫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모기로 인해 지
독하게 고생하고 겨우 목숨을 건진 3억 명은 차치하
고도, 모기는 한 해에 75만 5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
는 무서운 킬러다.
그러나 한 해에 사람 때문에 죽는 숫자는 훨씬 더
많다. 전쟁으로 23만 명, 각종 사고로 40만 명, 상처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은 무엇일까? 어린

받아 자살하는 81만 명 등 수백만 명에 이르고, 더하

아이는 호랑이, 사자 등의 맹수 중에서 답을 찾고,

여 생물을 무고히 죽이고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하는

머리 큰 학생은 맹독을 가진 뱀이나 식인 상어와

일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이로 보건대 인간이야말

무시무시한 덩치를 자랑하는 코끼리를 꼽기도 한

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아닐까. 인간은 2천

다. 성인 중에는 사스나 메르스 등의 위험을 기억

년 전에 그들을 지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

하며 바이러스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해 사

까지 했다. 실로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인간

망자를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가장

이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영원한

위험한 생물은 의외로 우리가 여름밤에 몇 마리

스테디셀러인 성경이 그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세

고 손바닥으로 때려잡는 밤의 불청객, 모기다.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仁>

전화를 걸면 희망이 보입니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주일 오후 2시 30분까지 토, 공휴일 제외
p 02-831-1720~2, 070-7300-6767~9
h www.sungrak-a.or.k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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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시간 및 장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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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예

배

새벽기도회(월~금)
수 요 예 배
금요철야기도회
베뢰아신유성회(화)
(목)

1 부·오전 6:50(신길본당)		
2 부·오전 9:00(신길본당) (위성중계)
3 부·오전 11:00(세계센터) (위성중계)
연합·오후 3:00(세계센터)
오전 5:00(신길본당, 세계센터)
오후 7:30(기독청년선교회관)
오후 9:00(신길본당)
오후 2:00(복음관 7층)
오전 10:30(복음관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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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70-7300-6200, 6300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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