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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 으로 집(House)은 살 수 있지만
가 정(Home)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Bed)는 살 수 있지만
잠(Sleep)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Clock)는 살 수 있어도
시간(Time)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Book)은 살 수 있어도
지식(Knowledge)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Position)는 살 수 있지만
존경(Respect)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Medicine)은 살 수 있지만
건강(Health)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Blood)는 살 수 있어도
생명(Life)은 살 수 없습니다.
505-553-1009 kuchachoy@q.com
돈으로 친구(Friend)는 살 수 있어도
친구의 사랑(Love)은 살 수 없습니다.

Voice in the Wilderness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 작자 미상 -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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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원주민 사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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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 마디가 당신에 인격입니다
오는 말이 고아야
가는 말도 옹달샘처럼 맑고 고운 법입니다
세 치도 되지 않는 혀가 살인을 칩니다.
당신에 말 한 마디가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이웃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이웃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됩니다.
남에게 상처가 되는 나뿐 말은
이웃에게 백 년을 서운케 합니다.
말 한 마디가 당신의 가정교육과
당신에 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고운 말 한 마디는 평생
당신의 좋은 이웃을 만듭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 모두 친절한
이웃과 밝은 사회가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
예쁜 말은 당신 마음에 거울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말씨가 고우면
얼굴까지 예뻐 보입니다.
평소에 웃음으로 맞이한 좋은 친구는 평생
웃음으로 대답을 하지만
평소에 가깝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친구는
욕설로 대답을 합니다.
청평 호수 가족 여러분 !
흐린 날씨가 가뭄에 비를 뿌리려나 봅니다.
가뭄이 해소되길 기원하며
오늘도 행복은 넘쳐도 좋으니
행복과 동행하시길 두 손 모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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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준호 장로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
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리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
24:34-36)
이 글은 제가 작년 8월 9일과 8월 23일 새벽예배 때 설교 했
던 내용(종말은 다가오고 있다)을 보완 한 것이다. 성경에 보면
종말에 대하여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신약에서는 공관복음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있
다. 그날과 그때는 다만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한다. 이렇게 예
수님의 재림(종말)의 날과 때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 것
이 천만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 날짜와 시간이 알려진다면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몇 년전에 휴거(rapture)
가 온다고 소동했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야릇한 것은 몇몇 과학자(?)들이 그날이 2012년 12월21일
11시 (그리니치 시간) 이라고 떠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주장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과거 휴거 소동처럼 혼란을 일으
키지나 않을까 염려가 된다. 혹시 어떤 이 들은 아직 시간이 남
았으니 그때까지 게으름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들은 종말
전날까지 죄를 짓다가 당일 회개하면 되지 않을 까 하는 망상에
잡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경고
하고 있다.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인간의 끝없는 탐구력 때문에 과학 문명은 놀라운 발전을 해
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묘한 우주의 비밀도 하나, 둘씩 과
학적으로도 벗겨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가 하면 어떤 과학자들
은 과학적으로 그럴싸한 논리를 펴서 가설을 만들어서 성경의 종
말론을 반박하거나 심지어는 성경의 진리를 함부로 대적한다.
이런 사람들의 종말론을 열거하기 전에 우선 성경에 있는 종말의
징조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마태복음 24장 첫 부분을 보면, 우
리 주님께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다.
1)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고 많은 사람
들을 미혹 할 것이다.
2)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
진이 있을 것이다.
3)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
니,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4)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
5)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6)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7)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즉 온 세상에 전파 될 때 비로
소 끝이 올 것 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즉 종
말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 날 것이라고 한다. 7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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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난(Great Tribulation), 교회의 휴거(Rapture), 천년왕국
도래, 최후 심판 등 이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말구유에 조
용하게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신다고 한다. 그야말로 놀라운 위엄과 영광으
로 오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무섭고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는 최상의 기쁜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소망
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종말론!, 요새 종종 듣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도 지대한 관심
을 가지고 있다. 종말이란 글자 그대로 이 세상이 끝장난다는 말
이다.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기에 간단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
정에서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을 주셨다고 했다.
생기는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요즘 과학용어를 쓴다면 산
소이다. 산소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
체들(인간, 동물, 식물, 물고기 등등)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
대로 필요한 원소다. 공기중에 약 21%를 차지하는 기체로써 우
리들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한순간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 기막힌 사건은 공기가 100% 산소만으로
만들어 졌다면 이 지구는 오래 전에 불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작년 7월초에 세계 각국 중에서 제일 부자 나라 G8 대통령들
이 일본에 모여서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Green House
Gas (CO2gas, N2Ogas, 황산gas 등)를 2050년까지 현재 발
생량의 절반으로 줄이자고 결정하였다. Green House Gas가
늘어나면 반대로 산소gas가 줄어든다. 산소량이 줄어드는 문제
는 좀 수수께끼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공업단지를 만드느라고
많은 삼림을 밀어 버리고 건물들을 짓고 또 아마존 강변의 나무
들을 지나치게 벌목하기 때문에 이 지구의 Ecosystem의
Balance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또 매일 늘어나는 비행기들의
운행,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량은 산소와 CO2 gas의 균형을
점점 깨뜨리고 있다고 한다. Air Pollution이 심한 Los
Angeles를 보면 1년에 몇 차례 건강 허약자라든가, 호흡계통
환자들은 조심하라는 경고를 한다. 어떤 과학자가 산소량의 감
소를 추적 했는데, 매 15년마다 0.3%의 산소가 줄어든다고 통
계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계속한다면
2000년 후인 4009년에는 이 지구상의 산소량은 10-20% 정도
로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산소
량의 부족 현상은 정말 무서운 현상이 될 수 있는 데 이것을 막
는 것도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G8 대통령
들이 미리 손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Environmentalist들
은 그것은 너무 늦으니까 2020년까지로 앞당겨야 한다고 아우
성이다. 그뿐 아니라 Global Warming 까지 합쳐서 문제는 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예수님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 중에 지진
과 기근을 말씀하셨고, 불법이 성행한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자
연법칙에 역행하는 동성연애, 동성결혼등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
가 아닐까 생각된다.
상기 한 바 있는 2012년 12월21일에 관해서 우주 천문학을
연구한다는 자들의 논조는 다음과 같다. 태양계(Solar
System)는 거대한 은하수(Milky Way Galaxy, 크기는 지름이
10만 광년, 두께는 1000광년) 안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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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그러니까 은하수는 큰 Pancake(또는 빈대떡)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태양계는 그 속의 아주 조그마한 Pancake로 생
각해 보자. 이 태양계는 그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가
랑잎이 물결위에서 출렁거리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데,
그 주기(period, 한번 올라가고 내러갔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시
간)를 26800년이라고 추정한다. 그런데 2012년에는 태양계와
은하수가 일직선에 있게 되는 때라고 한다. 그때에 태양계는 어
떤 현상이 벌어지고 이 지구는 어떤 여파가 올 것인가를 그자들
이 나름대로 추측해 보는 가설이 나왔다. 한 가지는 Solar
Wind가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이고 그때 마침 태양의 흑점 활동
이 최대가 되어서 전자파의 영향이 극심할 것이라고 한다. 말을
바꾸면 지구 표면에 전리층(Ionosphere)이 있는데, 그 두께도
문제지만 전자파의 강도가 너무 커지고 지구표면에 UV ray가
강해질 것이라고 한다. 별별 추측이 다 나돌고 있다. 이것이 세
상이 말하는 종말론이다.
우리들은 세상이 말하는 종말론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은 언젠가는 올 것인데 현재 일어나
고 있는 자연 현상과 불법이 성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종말론
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
아야겠다고 결심해 본다.
추: 어떤 분이든지 본 글에 대해서 논박할 점이 있으면, "광
야의 소리"를 통해 글을 제출해 주시면 저는 기꺼이 discussion
을 해 보겠습니다.

이옥주 권사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와 사랑으로 지
난 26년동안 지켜 주시며 축복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우리 교회가 26년 이란 역사를 유지하게 된 데에는 여
가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 여선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지 않는 역사동안 여
선교회 회원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부서에서 기쁨과 감사
로 충성되게 봉사해 온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저는 24년전 정용치 초대 목사님께서 부임 하신 후의 새로
등록한 첫번째 교인이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가족이 뉴져지주에
있는 맘모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1년 동안 신앙
생활 하다가 다시 뉴멕시코주로 돌아 온 직후였습니다. 서투른
교회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내려 주시는 많
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일
을 지키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85년도 7월 28일 우리 교회가
지금의 교회 이름인 "알버커키 한인 연합 감리교회" 로 이곳 뉴
멕시코 연회에 정식으로 가입된 지 한달 후에 제가 여선교회 회
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아직도 초신자인 제가 중책을 맡게 되
어 염려 되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과 회원들 역시 함께 뜻을 합하여 열심히
노력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위하여 여선교회
가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때
는 우리 교회가 자체 건물이 없었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 예

배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같이 한국음식이 아니고 도나스와 커피
나 차로 점심 친교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의 우리 교인들은 이
곳 대학의 대학원 학생가정이 많아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아이
들이 예배실에 도나스를 들고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주일학교에서 쓰는 교실을
깨끗이 써 달라는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은 매주 간식 후에는 깨
끗이 청소가 되었는지 점검을 하는 등 작은 일
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모든
마무리를 마쳐야 그 한 주일의 예배 후 정리가
끝나곤 했습니다. 미국 교회와 서로 문화가 다
른 관계로 많은 이런 저런 문제점 생겨났습니
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과 자주 대화를 해야 했고
또 서로를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너무 힘들 때
도 많았지만 그래도 예배 장소를 허락해 준 그 미국교회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때를 회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체 교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훈련을 시키셨다고 믿
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여선교회는 연단되고 더 단
합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항상 우리에
게 힘과 위로를 주셨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셨음을 경험했습
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과 초신자 교우님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
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 또한 성령의 역사를 경
험하게 되며 결국 더 큰 믿음과 감사가 저절로 생긴다고 말입니
다.
26년이란 세월을 거쳐 오면서 매 새해에 새로 뽑힌 회장과
임원들 뿐 아니라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은 합심하여 여러 선교활
동도 해왔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
으로는 한국 소개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00 주년 기념의 해 때
에는 뉴멕시코 연회에서나 미국 교회에서
한국인 교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를 듣기 위해 우
리 교회를 자주 초청했습니다. 우리 여선
교회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회의뿐만
아니라 타 교회의 여선교회 성경 공부 시
간에도 초청받아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
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한식 점심을 준비
해서 팔기도 하고 한국 민요, 성가, 한
국 고전 무용 등도 포함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일에 열심을
다 했습니다. 매년 글로리에타에서 500 여명의 목사님들과 각
교회의 연회 대표들이 모인 뉴멕시코 연회에서 우리 교회 성가
대가 두 해에 걸쳐서 초청을 받아 가서 우리 한국어로 성가를 부
르면서 예배를 도왔을 때에도 우리 여선교회 회원의 도움이 컸습
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의 St. Paul United Methodist
Church의 건물을 빌려서 약 7년 동안 함께 쓰면서 하나님 안
에서 좋은 형제의 관계를 맺기 위해 실비를 받으면서 "한국의
밤"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매년 한 번씩 한국 음식
과 음악과 무용으로 우리 문화를 소개 하곤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여선교회회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아름다운 성전 주시기 이전에
약 20년간을 미국 교회와 함께 지내게 하면서 서로의 다른 문
화를 접하고 이해하게 하셨으며 같
이 교회 시설을 쓰면서 한분이신 하
나님의 가르침으로 서로 화목하는
방법을 훈련시키신 것이었습니다.
미국 교인들도 시설을 함께 쓴다는
것이 귀찮은 일이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한 형제니 서로 사랑하
라는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이제는 새로 지은 새 성전으로
이사를 했고 지난 해에는 우리 여선교회도 이곳 뉴멕시코 연회에
속하는 여선교회에 정식 멤버로 가입도 됬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교회 소개와 또 우리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일도 자주 있
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여선교회는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열
심으로 맡은 일을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관리, 성가대, 주
일학교를 도우고 목사님을 따라 심방에서부터 중보 기도하는 일
등 많은 일들을 감당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신자들에게
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특히 주일마다 100여명이나 되
는 교우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일을 넉넉하게 감당면서 이 알버
커키 지역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여
선교회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가운데 새 성전에 이사 온지 6년만에 이 성전
건물도 너무 비좁아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그동안 우
리 여선교회가 알게 모르게 많은 일을 감당해 왔다고 믿습니다.
지금 또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이 교회 증축을 위해 비빔밥과
김치 세일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예 제가 여기 있나이
다"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우리 여선교
회 회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
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6년 동안 여
선교회의 충성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
나님께서 "풍성한 오늘"을 우리교회에
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랑스런 우리 여선교회와 더불어 "오늘
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애나 엄마
안녕하세요 모두들. 오늘도 은혜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요.
네, 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지내고있습니
다.
이제 출산한지 5일정도 지나가나요...(시간개념이 없어졌네
요) 애기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지내고 있고 저또한 기쁨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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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첫째 때 몰랐던 감정들이 새록새록 생겨
난답니다. 첫째 때에는 부서질까봐 걱정만
많은 나날들이었는데 둘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유롭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잠은 잘 못자도 새벽에 애기 젖
주고 어스름한 햇빛이 비추는 커텐을 열때
제 마음은 터질거 같이 감동이 밀려온답니
다. 오늘아침엔 '온 맘 다해'를 틀어놓고
은혜스러운 기운을 받고 눈물을 흘렸답니
다. 지금은 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지
셋째도 가지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답니
다. 좀더 시간이 흘러야 제정신이 돌아오겠
죠? ㅎㅎㅎㅎㅎ

꿈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걸어 오더라구요.
근데 웬지 싫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았음
했는데 나한테 걸어
오는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
...........분명히 말을
했는데..........근데 말이
안
나오는것이야.......아니
목소리가 안 나오는거 있죠.
깜짝 놀라서
깼죠..............옆에
누워 있던 진이가 '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 속에서 저희식구
잘 지내고 있고 감사한 마음 금치 못합니
다.

엄마 왜 그래?"
" 응,

여러분들도 이 여름 잘 보내시고 건강하
시고 저와 같이 하루하루 새 삶을 같이 품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도할께요.
저의 부은 얼굴을 몇 주 동안 못 보시겠지만
얼른 기운차리고 애기도 좀더 사람답게 만
들어서 곧 교회 갈께요. 오늘은 친정엄마가
오십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꿈 꿨지?"
"응..."
꿈도 웃기지만,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한다는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다시
스르르르....

엄마보고 또 눈물이 핑 돌겠죠....

2탄

두서없었지만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려 몇 자 급하
게 적었습니다.
다음에 얼굴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검은 그림자가 점점 더 다가 오더니 내 코앞에 서더라구요.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고 또 다시................'사탄아
물러가라~~'....................근데 아직도 소리가
안나오는 것이야.
또놀라서 깼죠...... 또 진이랑 대화,
꿈꿨어? '
"어......이게 뭐지???"
스르르.......

진이 엄마
사모님~~
저 이제 살았어용~~ 헤헤
사실은 아직도 내몸이 마치 풍선처럼 붕붕 ~ 흐느적 흐느적
하긴 하지만 (주유소 앞에서 바람 부는대로 춤추는 풍선 아줌마
ㅎㅎ)
가끔 어지럽긴 했지만, 업혀서 실려 나가긴 첨이었죠.
어지러운 증세도 참 감당하기 힘든 증세네요, 꼭 죽을거
같더라구요,,,, 에궁
그래도 지금은, 일단, 사물이 돌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니....훨 살만해요. ^^*
몇 년전 한국에서 검사 했을 때는 저혈압에 혈소판의 수치가
부족하대고, 또 코피도 잘나고...
과로.. 스트레스.. 더하기 영양실조... 일거예요.
사모님, 믿기지 않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정확히 일요일 새벽 2시경.... (진이가 저녁무렵 자고나서
밤 11시에 아빠랑 라면 끓여 먹고, 안자고 TV를 보고
있었기에 시간이 정확함)
꿈을 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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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꿨어"

'엄마, 아직도
또다시

3탄
이제는 검은 그림자가 내 몸에 3/4 를 점령...... 내 몸과
겹쳐지는 거에요.
'어, 이럼 안되는데, 검은 그림자가 내 몸에 들어 오면
안된다는 생각에 그때는 죽기 살기로 있는 힘을 다해 뿌리치며
악을 썼답니다.
"사탄아 물러 가라~~"
마지막에는 말이 되어서나왔던거 같아요.
너무 웃기죠.
꿈을 깨고는 막 웃음이 나더라구요.
웬 사탄아 물러가라...????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사실은 사탄이나 마귀... 그런건, 어쩌면 하나님이나
성경말씀의 합리화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상 부정이나 굳이
따지지말자... 라는 정도 였죠.
그런데 그런 검은 그림자 같은 꿈을, 그것도 짧은 시간에
연속적으로 꾼다는것.... 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이 나왔다는게....

믿기도 어렵고 좀 웃기기도 하고....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가끔은.... 에고...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조금 부끄러워 지는 마음에서

김은자나 서춘화집사님 말씀...
그 검은 그림자가 나한테 들어오면...........그 혼의
정신으로.........즉, 내가 다른 사람으로, 헤롱헤롱 이상한
사람으로 산다나 어쩐다나....암튼
그 상황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물리쳐서 너무
잘했다나....

요즘은, 에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한 기도를 공개적으로
해주시는구나.............감사!! (힛~ )
지난번 언젠가는 마치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꾸짖는거
같아서, 옆자리 선희한테 '내 얘기 같네..' 했더니

함은경...:
'언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거야, 그래야 확실히 물리치는거야,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땐 꼭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아라찌~~'

"아니야 언니, 언니는 잘 하는데 뭐,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얼굴을 못들겠네' 하면서 키득키득 했죠.
그런가 봅니다.

........엥??????.........
때로는,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 할수 없는
말씀 중에 어느 누군가는 마음 아프게 또는 감사하게 그 말씀을
담아가고,

'아니야 됐어, 아직 언니 수준으로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만으로도 충분해~ '
.........잉????????........까르르르 뒤집어짐......
아무튼... 근데....
그렇게 꿈을 꾸고 깨어나서는 좀 우습기도 하지만,
뭔지
모르게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그리고 막 웃었어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가 가고 싶어 졌고...... 그래서 뱅글뱅글 아직도
돌지만 기운을 내고 교회를 갔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마지막 기도....건강에 관한 기도
말씀....
김은자 왈
"에구, 우리 목사님 오늘 완죤히 언니 기도만 하시네......
오늘 특히 더 그러시네.....왜 내 기도는 안하시고 언니 기도만
하는고야~ 히히히~'
"그러게 말이다, 나 , 목사님 너무 좋아~"
키득키득~~
(헤헤헤헤~~^^*)

김준희 집사님이, 아픈거 보고 한국 갔는데 여행 중에도
걱정이 되서 지난 주일 교회가서 기도 하겠노라고....메일이
왔더라구요.
얼마얼마전에 언젠가 나보고........ 지나씨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씨를 위한 기도를 하고, 또 이쁜아줌마 왜
교회 안오냐고 묻고... 그랬다면서
이제 그만, 혼자 외로운척 하지
말래요.................그래요...... 혼자 외로운 척 했던거
같아요......이제 그거 안할려구요....
그리고 나를 이뻐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음에 너무 감사해요.

서춘화 집사님 말씀
"호호호~
목사님 요즘 계속 건강에
관한 기도말씀은 하셨어~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ㅎㅎ)
근데 목사님 기도나 설교를, 저건,
내기도야, 내 설교말씀이야 하고 내가
가져오면 내 기도가 되고 내 설교가 되고,
것이 되는거야."라는 명언을 하더라구요.

또 때로는 너무나 내 마음을 읽어 주듯이, 내 상황을 헤아려
주듯이 하시는 말씀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담아오고.... 그런건가 봅니다.

연방 국세청 IRS - Tax Advocate Service
에서 지정한 본 회사는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해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내

처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음,,,, 맞는말씀.... 음.... 목사님
같으신 말씀....음.... 알지만 실천이
어렵지....음... 그러나 자꾸 듣다보면 미워
지려는 마음이 조금은 정화 되는
말씀....그랬는데,

무료로 세무처리 해드립니다.

한국어 상담은 게일 을 찾으세요.
Imperial Services
Nonprofit Organization
7103 4th Street NW, Unit O-3
Albuquerque NM 87107
Tel: 505-503-7252
www.imperial.org

어떻게 다
보답하지?????..............
...........................
...................... 교회
열심히
나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말씀...^^*)
모두모두 감사해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특히 이런저런 여러 일로
바쁘심에도 스테이크 만들어
오신 우리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고기 먹고
힘났잖아요.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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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태권도 TaeKwonDo
종교 Church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한의사 Acupuncture
건강식품 Health Food

신발 Shoes
공인회계사 CPA
화랑 Gallery

의류 Cloth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리커스토어 Liquors
화원 원예 Nursery

Rio Rancho
주택융자LoanOfficer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모텔 Hotel Motel

부동산 Realtors

리커스토어 Liquors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치과 D ental C linic

Clovis
종교 Church

커피 재료 C o ffee
세탁소 Dry Cleaners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July, 2009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공인회계사 CPA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카페/ 선물 Cafe/Gift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병원 Clinic

/
종교 Church
종교 Church

Farmington
/

종교 Church

Gallup
신발 Shoes

가게 Store

/
모텔 Hotel/Motel

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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