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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가을 성경 강좌 >>>

담임목사 정영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
9/15, 9/22 에 있었던 성경 강좌를 글로 정리하여, 당시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더 알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과 신약 시대에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4)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읽으라—다른 일들을 모두 마친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후에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면 결코 시간을 낼 수 없을

성경을 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미리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번역이 있고, 성경통독과 묵상에 대한 수많은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아주 오래전에 우리와는 다른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면 중간에

(5) 노트를 곁에 놓고 읽으라—노트에 그 날 읽었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점이 마음이 와닿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 간다면 더 깊은 읽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신약 시대에 구약 성경을 읽는 법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이 성경 강좌를 통해, 성경을 읽는 몇 가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되어

중요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과 같은 시각으로 읽으면 신약 시대에

1. 성경을 읽는 방법들
(1) 전체를 읽으라—성경 전체의 구조를 먼저 이해한 뒤에
자세한 내용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2) 성경 권별로 읽으라—66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각 권은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는 법을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1)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눅 4:16-21)

주제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책들입니다. 무턱대고 차례대로
읽는 것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권별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2)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눅 24:25-32)

(3) 이해할 수 있는 번역으로 읽으라—우리가 공식적으로

(3)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모든

사용하는 개역개정 번역 외에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좋은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함께

민족에게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눅 24:44-48)

읽는 것도 유익합니다.

(마지막 장에 계속)

사진으로 만나는 교회 소식 >>>

뉴스레터팀

수양회 8/2~4
St. Olaf 대학 캠퍼스에서 정영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가 천국에 사는 이유」 라는 주제로 전교인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한글학교 여름캠프 8/13~16
「신나는 한국여행」을 주제로, 나흘 동안 각 지역별 문화유산 및

제 1 여선교회 북클럽/선배와의 만남 8/31
독서 토론회와, 함께 찬양하고 식사하며 주님 안에서 우애를

총 148 명이 참석하여 천국의 휴식을 누리고 천국의 사명을 뜨겁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성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 한국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돈독히 하는 선배와의 만남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인체육대회 9/21
애국가와 국민의례로 시작해서 축구, 족구, 배구 등의 각종 구기 종목 대회와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봉사위원회에서는
맛있는 식사 준비를, 제 1 남선교회에서는 고기 굽기를 담당해주셨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디모데 청년부의 개강 수련회와

디모데 개강수련회 9/20~22
새 학기를 말씀과 양육, 친교로 시작하는 개강수련회가 3 일간
ARC 에서 있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신입생 환영회 9/27
7 학년 학생들을 환영하는 환영회가 있었으며, 새 학년도 PTA
회장 선출 및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정이 겹친 탓에 본교회의 참여율과 성적은 예년보다 저조했습니다.

목자/부목자 수양회 9/28
말씀과 간증 그리고 맛있는 식사가 풍성한 목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목자, 부목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사회: BCCS 사랑나누기
지역 구제사역 (9-10 월)

제 1 여선교회: 바자 10/5-6

브루클린 센터 지역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돕기 위한 물품과 현금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기부하신 금액은
전액 속옷, 방한 용품, 학용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김치, 김밥, 빈대떡, 갈비, 밑반찬
등의 식품을 판매하였고 수입
전액은 여선교회의 선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019 가을 성경강좌 >>>

계속

3. 기독교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
기독교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 구약
성경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약 성경을 읽는다. (갈 4:6-7)
(2)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구약 성경을 읽는다. (갈 3:29)
(3) 새 율법을 받은 사람답게 구약 성경을 읽는다. (마 5:17; 5:21-22)
(4) 새 언약을 받은 사람답게 구약 성경을 읽는다. (눅 22:20)
(5)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구약 성경을 읽는다. (고전 2:10-12)
4. 맺는 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시간에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하십시오. 날마다 꾸준히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회 소식 >>>

당회서기

1. 2022 년조 피택장로 및 집사 명단입니다.
장로- 구승모, 김옥희, 황상섭
집사- 권영혜, 김민선, 김선희, 김영길, 김진희, 김현애 (EM), 남경아, 송영미, 임상근,
장명아, 정병규, 정상렬, 조소정
2. 9 월부터 담임 목사님의 전교인 심방이 시작됩니다. 심방이 필요하신 분은 목양위원회의
안남희 장로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가을호(통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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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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회 퇴수회는 11/2 로 연기되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기사제보 및 원고제출
7/21-10/6 등록 교우

이름: 심형섭/박은선 (찬우)

이름: 김정련

이름: 김기현/석은영 (지호, 지의)

소속: 제 2 남녀선교회

소속: 제 1 여선교회

소속: 제 2 남/제1여선교회

이름: 김정환/이수현
소속: 바울선교회

이름: 김성현/전혜민
소속: 제 2 남녀선교회

이름: 송정훈/김영희 (한영, 태영)
소속: 제 2 남/제1여선교회

(사진없음)
이름: 김선희
소속: 제 1 여선교회

kpcmnews@gmail.com

이름: 김동아
소속: 제 2 여선교회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5840 Humboldt Avenue N.
Brooklyn Center, MN 55430
763.560.6699 / 763.560.2222(f)
www.kpcm.org / kpcm@kpc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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