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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Lent)  >>> 박성주 목사

2017 년도 사순절이 돌아왔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직전 주일을 제외한 

40 일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주일을 사순절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매 주일은 하나의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 

입니다. 사순절을 영어로는 Lent 라고 

하는데 이 말은 Anglo Saxon 의 말인 

lencten 에서 왔고, 그 뜻은 봄(spring)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은 Ash Wednesday 

(성회수요일)로부터 시작되어 부활주일 

직전 토요일까지 지속되는 교회력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기간입니다. 40 일 

이라는 기간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 일 간 광야에서 금식 

하며 준비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의 공생애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말씀을 통한 자아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회개와 금식 

등을 통한 영적 훈련과 함께 자신을 돌아 

보는 시간이며, 다가오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기간이 새로 예수를 

믿은 이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영성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이 기간 중 자신이 

선호하는 무엇인가를 하나씩 포기하는 

일을 통해 자아를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40 이라는 숫자는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었고, 모두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공통적인 의미는 

“죄악된 자아의 죽음과 새 삶을 향한 

준비”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40 일간 

있었고, 그 기간의 의미는 “죄악에 대한 

처리”, 그리고 “새 삶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 일간 금식하며 

율법을 받았고, 금식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새 출발의 준비였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으로 가는 도중 40 일간 

천사가 준 소량의 음식만으로 

연명하였고, 그 시간 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역을 

위한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 년의 광야 

여정은 그들의 가지고 있던 애굽의 

세속적 가치관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의 여정이었습니다. 40 년은 

(다음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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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를 의미하고, 출애굽 1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간 

것은 죄악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사순절 기간은 이렇게 자신 속에 남아 있는 죄악된 성품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삶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2017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목적을 위해 교회에서 가지게 될 몇 가지의 Program 을 

소개합니다. 

 성회수요일 예배 및 성찬식: 사순절을 시작하는 회개와 묵상의 Taizé 예배,

3/1 오후 7시

 사순절 주일예배: 사순절 주제에 초점을 맞춘 교회력을 따른 설교

 사순절 수요예배: 5번의 수요일에 걸쳐 각 기관이 드리는 헌신예배 (3/8~4/5,

오후 7시)

 종려주일 예배: 고난주간의 문을 여는 예배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일주일 여정의 시작 (4/9)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10~14(월~금) 오전 5:30, 4/15(토) 오전 7시

 부활주일 예배: KM/EM 연합예배 (오전 11시), MN 교협 주관 연합새벽예배

(오전 6시, 연합감리교회)

또한 사순절 기간 중 묵상을 위한 성경 본문이 Lobby 와 Website 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순절 기간 중 특별한 기도의 제목과 영적 훈련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묵상과 금식 등 개인 경건의 훈련을 하심으로 죄악된 

성품을 죽이고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내 속에서 봄(spring)과 같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Lent)  >>> 계속

당회소식  >>>  당회서기

1. EM/Youth 담당 사역자 청빙을 위해 EPNC 에서 작성한 MIF(Mission

Information Form)을 인준하고 청빙 절차에 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모두 가능하게 문호를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병권 장로에게 문의바랍니다.

2. 2017 년도 공천위원으로 변영희 장로(공천위원장), 안남희 장로 그리고 황지애

장로가 선출되었습니다.  2017 년도 공천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변영희 장로 (공천위원장, 당회)

b. 안남희 장로 (당회)

c. 황지애 장로 (당회)

d. 정태원 장로 (1 남선교회)

e. 손창수 집사 (2 남선교회)

f. 이혜리 집사 (1 여선교회)

g. 조소정 집사 (2 여선교회)

h. 정인숙 집사 (공동의회)

3. 시무/휴무 장로 간담회가 목사님을 모시고 2/11(토)에 있었습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4. 제직회가 2/25(토)에 어린이 예배실에서 목사님 주재로 열렸습니다. 2017 년도

집사회 사업보고를 김경애 집사님으로부터 듣고 당면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 주일 이전 40일 간의 

기간으로 (주일 제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기도와 금식 

등의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성 훈련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어진 성경 말씀을 

묵상하되,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은 

누구이시며,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찾아 보며,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사순절 묵상성구 리스트는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무실) 



3/15(수) – 사순절 수요예배, 

영접위원회 모임 

3/18~19(토~주일) – DTS MT 

3/19(주일) – 목자/소그룹 인도자 훈련 

I, 세례교육 II 

3/22(수) – 사순절 수요예배, 

영접위원회 모임 

3/25(토) – Workshop (엘리에셀, EM, 

디모데 음악팀) 

3/26(주일) – 새교우반 

3/29(수) – 사순절 수요예배, 목자모임 

4/1(토) – 새교우 환영회 

4/2(주일) – 공천위원회 첫 모임, 

세례자 당회문답 

4/2(주일) – 사순절 수요예배 

4/8(토) – 당회 

4/9(주일) – 성금요예배배 및 부활주일 

예행 연습 

예배 및  행사 

 이 달의 도서 >>> 도서팀

주일 대출 가능 / 대출 기간 2 주 

“멈춤” 

저자: 김여호수아 

“삶의 현장에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하고 세밀한 훈련!” 

선교 편지  >>>  김동희 선교사

케냐의 AIC 사마리아 미션 

목장: 밀알목장 

목자와 목원: 김영석(목자) 정은옥, 김식철, 이창순, 이호영, 김동숙, 

류병남, 윤미원, 오은아, Steve Oh, 권규식, 박미나, 황순미, 이은영 

후원 선교사: 김동희  

김동희 선교사님은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180km 떨어진 남부 탄자니아 접경지역 

나망가 (Namanga) 타운 근교의 에마오이 마사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마사이족은 유목과 목축에 기초한 원시적 생활양식을 고수하고 

있는 부족으로 복음과 문명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미션은 

예수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마사이 족들을 위한 교육, 의료, 

복지, 우물파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역으로는 2004 년 건립되어 

정부에 허가를 받은 보건소와 2013 년 건립된 물리 치료소 등에서 환자를 치료하며 

무슬림 마사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물파기 사역은 

물이 부족한 이 지역에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역으로는 학교, 기숙사, 도서관 등을 건립 중이며 현지교사들을 

고용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마사이 여성들에게도 

경제, 농업 교육 등을 통해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2004 년에 시작된 

농장사역을 통해서 유목 부족인 마사이족을 정착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농작물로 

케일, 토마토,시금치, 양파, 바나나, 파파야, 캐쉬애플 등을 직접 재배하여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에 

관한 사역으로 어려운 생활여건과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적 영향으로 매년 증가하는 

고아, 과부 및 AIDS 보균자들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마사이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려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선한 사역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희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1. 보건소와 물리치료소를 위한 기도: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건소의 약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리고 지역에 사는 마사이 주민들과 학교 학생들의 모든 질병이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2. 우물을 위한 기도: 마사이 부족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우물의 물이 마르지 않고

사람들과 가축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며 우물 물을 마시

는 자마다 생명의 생수가 그들 속에서 흐르도록 기도드립니다.

3. 학교를 위한 기도: 미션학교 아이들이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고 주님 나라 일

꾼들로 자라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모두에게 지혜주시며, 마사이 여성들

의 인권과 그 자녀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도드립니다.

4. 농장과 복지를 위한 기도: 땅이 회복되고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할

채소와 과일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아원과 과부를 돌보는 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AIDS 보균자가 증가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각 기관 보고  >>>

목양 

위원회 

• 매월 모이는 목자 부목자 공부 시간에 2 월부터 각 목장 목임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복음 성가 두 곡을 배부합니다.

• 소그룹 인도자 교육이 3/19(주일) 1:30-4:30PM, 어린이 예배실에서 박성주목사님의 인도로 풍성한 간식과 함께

있습니다. 아직 등록하실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로비 게시판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훈련을 수료하지

않은 목자/부목자, 주일 공부반 인도자/부인도자/말씀 사역자, 기타 소그룹 공부반 인도자이며 그 외에 해당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교 

위원회 
• 2017 비젼트립에 현재까지 15 명이 참가 신청하였습니다.

영접 

위원회 

• 3/15(수)에 영접위원회 모임을 수요예배 직후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 3/22(수)에 영접위원회 모임을 수요예배 직후 회의실에서 가집니다.

• 3/26 (주일) 오후 1 시 30 분에 새교우를 위한 교육이 어린이예배실에서 있습니다.

• 4/1 (토) 오후 5 시에 새교우 환영회를 소친교실에서 가집니다.

음악 

위원회 

• 성금요예배와 부활주일 연합예배 준비를 위해 연합찬양대와 앙상블 K, Youth Orchestra 가 리허설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귀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부활주일 연합예배 특별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주일 오후 1:30 성가대실, 문의: 조용원 집사 ywcho55@yahoo.com)

• 성회수요일(3/1,수)에 남성중창단이 성찬식 중 찬양을 드렸습니다.

재정 

위원회 

• 2017 년에 황효숙 집사님(지출)과 김진남 집사님(수입/헌금계수), 황윤찬 집사님(헌금계수/수입) 그리고 황경자

집사님(헌금계수/수입)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2017 년도 예산보고를 하고 당회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제 1 

남선교회 
• 제 2 회 사진 공모전이 4/30(주일)까지 자유주제로 진행됩니다.

• 전시기간은 5~6 월 중이며, 문의는 강명섭 장로, 박춘용 장로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남선교회 
• 3/15 - 사순절 주관예배로 섬겼습니다.

제 1 

여선교회 

• 2/12(주일) 봉헌 찬송을 드렸습니다.

• 2/13(월) 오후 Home free shelter 봉사에 7 명의 임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2/18(토) 여성연합회세계기도회 준비모임이 복음연합감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2/19(주일) Home free shelter 봉사 후 평가회를 했습니다.

• 2/25(토) 돈까스 판매 바자를 했습니다.

• 2/26(주일) 6 월에 있을 전도집회를 위한 초기 준비모임을 했습니다.

• 3/5(주일) 세계기도일예배가 복음감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20 여명의 여선교회 임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제 2 

여선교회 
• 2/5(주일) 전교인 점심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 3 월 4 주간 로뎀카페를 운영합니다.

• 3/29(수) 여선교회 주관 사순절 수요예배와 특별찬송을 드립니다.

• 4/8(토) FMSC 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사회 • 2 월 중 BCCS 팀원들의 미팅이 있었고,

펀드레이징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의논을

했습니다.

• 3/2(목) - BCCS 에 그 동안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모아주신 box & can food 등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진첨부)

• 3/19(주일) – 전교인 점심식사 준비를 합니다.

• 3/22(수) – 집사회 주관 사순절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바울 

선교회 

• 3/11(토)에 CTC Community room 에서 북 클럽 (도서제목: “회심”) 형식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었으며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글학교 • 4/15(토) 09:00am~04:00pm(등급별로 시험시간이 다르고 등급별 총 소요시간 2 시간 내외)에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이 미네소타대학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mailto:ywcho55@yahoo.com


Finding An Agent That’s Right For You 

뉴스레터 3 월호(통권 37 호) >>> 

제출해 주신 원고의 내용은 한정된 지면 및 시간적 

제약에 따라 원고의 내용과 의도가 왜곡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편집부에서 내용의 첨삭 및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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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에 등록하신 새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 
교우소식 및 로뎀카페 상품권 퀴즈 >>  

KPCM 이모저모 사진으로 만나는 

로뎀카페 ‘상품권’ 퀴즈! 

답안지를 모두 작성하신 후, 로비에 있는 drop box 에  

제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우수 답안 작성자 세 분께 

로뎀카페 상품권(수령처: 사무실)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2 월호 문제 정답: 

이름: 남진영 (사진없음) 

소속: 제 2 여선교회           

이름: 최승일/유한나 (사진없음) 

소속: 제 2 남/제 1 여선교회       

이름: 윤덕현/좌현정 (주은) 

소속: 제 2 남녀선교회        

일시: 3 월 26 일 (주일), 오후 1:30 

장소: 어린이 예배실 

대상: 2016 년 11 월~2017 년 3 월에 

          등록하신 새교우 

일시: 4 월 1 일 (토), 오후 5:00 

장소: 소친교실 

대상: 2016 년 11 월~2017 년 3 월에 

          등록하신 새교우 

mailto:kpcmnews@gmail.com
http://www.kpc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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