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양 칼럼

회 복 (28)

제45권 12호

2021. 03. 21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신념이 바뀌면서 회복이 시작된다.”
지난 주에는 ‘핵심 신념’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우물가의 여인은 핵심 신념이
왜곡되어 있었다. 신념이 왜곡되면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에 대하여 이해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충고에 대해 동문서답하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요한복음 5장 11~12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대답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신념이 바뀌지 않은 여인은 아직도 물리적인 의미의 물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면서 자신의 신념이 바뀌게 된 것이다. 자신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남편을 바꾸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 자체가
바뀌어야 됨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형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이 변형의 체험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난 것이다.
제임스 로더(James E Loder)에 의하면 사람은 4가지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2021 표어

세계(world), 자아(self), 공허(void), 그리고 거룩성(Holy)이다. 이 중에서 ‘세계’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체험하게 되며 ‘자아’는 세상 속에서 포함되어 있지만 또 그 외부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며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삶의
‘공허감’속에서 자기 멸절의 삶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성향들과 반대되는 ‘거룩성’을
깨닫게 될 때 변형이 되며 세 가지 차원에서만 머물다가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바로 거룩의 영적 현존 속에서 깨달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물가의 여인도 이러한 변형을 체험하고 자신의 왜곡된 신념이 변형되면서 영적인 자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 이러한 회복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삶의 고통
속에서도 진실하고 생산적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헌신함으로 고통을 벗어
나게 된다. 그 예로 욥을 들 수 있다. 욥은 극한 시험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벗어날 수 있었다. 다윗은 골리앗의 외형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추구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이 거룩성을 발견함으로 인한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이루어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베드로후서 1:4)
Whereby
are given unto us exceeding great and precious promises: that by these ye might
예배 안내
b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through lust.

주일 예배 오전 9시, 오전 11시

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외부적인

30분

요인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 경우는 회복이 어렵다. 오직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거룩성을 발견하고 그것에 자신을 헌신할 때 온전한
자아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중보 기도 제목
1. 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2.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3.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4. COVID 19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이 힘을 얻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5. 성전 예배가 정상화 되게 하옵소서.
6. COVID 19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1시 30분

청소년부(Gr. 8-12)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Gr.1-7) 주일 오전 11시
담임목사
부 목 사
목
사
전 도 사
지휘/반주
관리/행정

배정호
홍재명
정구복 김은철 김효선 제요한
이성애 안미연
이민영/ 박진선 정다혜
김형구/ 송은섭

새벽 기

도회 (화-토) 새벽 5시

www.vkfg.org

금요604.
기도회
8시 / 778. 838. 0074(C)
298.오후
0074(T)
604. 298. 0708(F)
Sun. 9:30AM (Children)
vkfgcoffice@gmail.com
Sun.
11AM
(Youth
Adult)
3905 Norland Ave.
Burnaby
BC&V5G
4T8

Sun. 1:30PM (Young

르 완 다 김보혜

밀알선교단 이상현

베 트 남 강야곱

희 망 의 집 김용운

주일예배

교회소식
1부(오전 9:00)
2부(오전 11:00)

3부(오후 1:30)

사도신경

다함께

다함께

경배와찬양

다함께

입 례 송

나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

대표기도

1부: 김은철 목사
2부: 최승경 장로

청년부 찬양단

찬

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할렐루야 중창팀

양

교

“스데반의 미소”
사도행전 6:8-15
(신 196면)

“죄인을 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사사기 19:1-15
(구 394면)

배정호 목사

제요한 목사

결단찬양

다함께

교회소식

교제 / 새가족환영

헌

합심 기도

금

다함께

주기도문송

다함께

축

도

대표기도
섬김이

배정호 목사

십 일조
선교헌금

4. 아동부 Drive Thru 안내 교육교재와 크래프트 재료를 받아가세요.
3월 28일(주일) 오후 1-2시, 교회 주차장 (문의. 이성애 전도사)
5. 담임목사와 함께 하는 새가족 줌미팅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토요일 오전 10시
함께 참여하실 새가족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 미세분사 소독기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7. 토기장이 집 점심 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교회 출발, 토기장이 집에서 점심 요리만 하고 옵니다.
8. Samaritan’s Purse ”The Gift of Goats” 후원 (www.samaritanspurse.ca)
고난주간 금식에 참여하고 드려진 헌금으로 이 단체에 도네이션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전 9시, 11시, 오후 1: 30

예배 안내

새벽 기도회 (월-금) 새벽 5:30
수요 예배 오전 10시
금요 회복예배 오후 8시

감사헌금
구역헌금
합
계

십 일 조 7, 18, 34, 68, 149, 173, 178, 188, 216, 250, 349
감사헌금 7, 45, 68, 117, 134, 149, 154, 173, 213, 216, 253, 364
선교헌금 117, 178

3. 부활절 침례식을 실시합니다.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자격: 본교회 등록 6개월 이상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14세 이상된 자)
*침례 신청자는 3회의 침례 교육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제요한 목사

3월 14일 헌금
주일헌금
수요헌금

2. 온라인 예배 안내
*BC주정부 코로나 제한 조치가 완화될 때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헌금은 모바일 e-transfer(헌금용 이메일 vkfgcoffice1@gmail.com )하시거나
체크 발송(Pay to VKFGC), 또는 교회 대성전 입구 헌금함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트랜스퍼시 메모란에 본인의 헌금번호와 헌금 항목의 알파벳을 기재해 주십시오.
(십일조:A, 주일헌금:B, 감사헌금:C, 선교헌금:D, 기타헌금:E, 구역헌금:F)
*홈페이지 하단 ‘새가족 등록’ 배너를 이용하여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소식

03/28 제요한 목사 / 김동근 장로
04/04 홍재명 목사 / 전재진 장로
04/11 정구복 목사 / 박근홍 장로

향기로운 제물

1.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는 사순절되시기를 바랍니다.

ㅣ금주의 실천사항ㅣ
1. 스데반 얼굴의 미소는 은헤와 권능의 소산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자에게는 이러한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2. 믿음의 미소는 영적 지혜와 지성의 산물입니다. 진리를 통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봅니다.
3.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 죽음의 순간에도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에
믿음의 미소를 띌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E. M. 주일 오전 11:1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청소년부(Gr. 8-12)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Gr.1-7) 주일 오전 11시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시

ㅣ금주의 요절ㅣ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