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을 위한 조용한 기도원
피정(避靜,retreat)의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① 춘천 성공회프란시스수도회
고요와 고독 그리고 안정의 분위기에서 기도와 휴식을 위해 
잠시 떠나는 시간을 마련한다. (대한성공회 설립)
강원 춘천시 남면 발산리 156 ☏ 033-263-4662
http://www.francis.or.kr
② 양평 모새골
자기 자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 상실, 자기 소외와 같은 정
신적인 문제들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전 
영락교회, 주님의교회 담임 임영수 목사 설립)
경기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3-1 ☏ 031-774-0672
http://mosegol.org
③ 포천 은성수도원
“세상과 잠시 떨어져 있고 싶고, 또 철저하게 자연 속에 묻
혀 주님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한 곳” ‘교회와신
앙’ 보도 (장로회신학대학교 경건훈련원)
경기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596번길 124 ☏ 031-532-9994
http://cafe.daum.net/esmonastery
④ 가평 필그림하우스
전통적 수양관은 아니고, 수도원적 언어가 사용되지만, 수도
원은 아니며, 침묵과 독거를 통해 순례자의 삶을 체험하는 
공간. (지구촌교회 설립)
경기 가평군 북면 가회로 1862 ☏ 031-589-7600
http://www.pilgrimhouse.kr

           
`

들어봤나요, 천주교 ‘헌금 덜 내기 운동’

프란치스코교황이 가난한 교회를 한국천주교회의 과제로 제
시했다. 지금 한국천주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되기 위해 열심
히 애쓰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늘어가는 헌금 탓에 
고통 받는 사람은 결국 평신도다. 세금에, 헌금에 신자들의 
고통은 적지 않다. 매달 이자 내는 사람들의 고통을 성직자
들은 알기나 할까. 

수입에 따라 지출을 결정하는 신자들. 지출에 따라 수입을 
재촉하는 성직자들. 그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교회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성지개발, 성당 신축, 본당 행사. 인건비, 사제의 생활 
방식, 은퇴사제 부양 등 여러 면에서 지출을 크게 줄여야 한
다. 

토론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국천주교회는 전
체적으로 지출과 수입을 크게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부자교회로 향하게 될 것이다. “돈 없으면 성당 
못 다닌다.”는 말이 들려서야 되겠는가. 예수 보기 부끄럽다. 

/ 김근수 가톨릭프레스 편집장, 평신도 신학자
[전문 읽기] http://goo.gl/D636KH

‘교회 폄하’ 좋아하시네
과학과 신앙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앙이 
비과학적이며 나아가 허구라는 말이 아
닙니다. 초자연적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
고 이를 이성의 영역에서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과학
이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일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간의 지혜로 어떻
게 규명할 수 있습니까. 뒤집어 이야기
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 거짓이고 억
측이라 단정하는 것은 남의 신념에 대
한 부정입니다. 종교적 양심을 보호하는
데서 뿌리 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
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의 여
러 실패요인 중 하나는  종교를 아편으
로 여기는 파시즘 때문 아닐까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얼마 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 자리
에서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믿
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 안은 거의 
교회예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국가정
보원이 직원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진
상규명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근거는 
없고 오로지 주장만 있기에 이성의 영
역 밖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실
제 같은 당 신경민 의원 역시 "종교집회 
합창을 연상시킨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나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언론회 등 보수 
개신교계 단체는 이를 '기독교 폄하' 발

언이라고 규정하며 김 의원에 대한 맹
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을 굳이 이성과 논리로써 
사실로 변증하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역사적 사료가 필사에 필사를 
거듭한 성서 외에는 거의 전무한 형편
에서 무려 수 천 년 전 로마 강점 상태
의 특정 국지에서 벌어진 사건의 실체
를 규명하자면 마땅히 비이성적 탈논리
적 '해석'의 가미가 불가피하기 때문입
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과학회를 거
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기독교
인 과학자에 의해 주도되는 창조과학론
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지구 연령이 
6000년 됐고,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모
든 지층이 형성됐다는 점을 골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서 무오설을 
내재한 근본주의 신학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나 창조과학회의 주장은 초기 창설
멤버인 캐나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
원 원장 양승훈 교수에 의해 반박됩니
다. ‘창조 시기는 그보다 훨씬 이전이
고, 이는 신자나 비신자 모두에게 공인
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주장하면 자유
주의자라거나 진화론과 타협한 것이라
고 매도한다. 일종의 ‘학문적 마녀 사
냥’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전문학
회지 등을 통해 학문적으로 공인 받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현실을 지목하며 

“만일 앞으로도 지금처럼 일반 성도들
을 대상으로 대중적 캠페인에만 의존하
는 과학 운동이 한국 교회를 휩쓴다면 
한국 교회는 지적인 게토(ghetto)가 될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지적 자살’이라는 오래된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합니
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도나 복음의 변
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
니다. 더 이상 소중한 복음이 폄훼(貶
毁)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조롱받
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
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금번 국정원 조사가 논리적 
실증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보고 있습니
다. '삼성 떡값' 의혹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했던 
논평, "이건 과학적 수사가 아니라 문학
적 수사다. 즉 소설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개신교 단체는 더 이상 손가락의 때만 
집착하며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외면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세계에 부
여한 전인적이며 총체적인 사명에 비추
어 동성애 및 종북 반대, 기독교 폄훼에
만 편중된 관심을, 다른 여러 사회적 부
조리 특히 국정원의 대국민 해킹 등에
도 분배해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 사랑
을 해치는 악의 궤계(詭計) 아닙니까.
/ 김용민



::: 함께부를노래

::: 광고

벙커1교회주일예배
2015년 8월 2일(일) 오전 11시 
벙커1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6)

       

1.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놓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4.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회 주호수 님 | 반주 백미 님 | 찬양인도 하경아빠 님

❙오늘을 위한 기도 | 총각집사반기문 님

❙입례송 | 오 신실하신 주 (1절)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렴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벙커1교회 신앙고백문 | 함께
 나는 모든 생명체 위에 실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율법을 완성함으로 정의와 평화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르는 노래 |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나누는 삶의 이야기 

❙성서낭독 | 마가복음 2장 17절, 27~28절
 17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대답하셨다.
 27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28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찬송 | 눈을 들어 하늘 보라 (3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 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말씀나눔 | 죄인을 부르러 | 새숲길정아 님, 김용민 님

❙서로를 위한 기도

❙찬양 |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서로를 위한 축복선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교인동정

제주 쉐어 하우스로 오세요
올 초 제주로 이주한 김미애(남실) 
교우가 제주에서 조금 길게 휴식하
거나 조용히 머무르고 싶으신 분들
을 위한 여성 쉐어 하우스를 오픈했
습니다. 여기는 30대 이상 여성들이 
여행과 쉼과 휴식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함께 모여 응원하며 서로
에게 위안이 되는 공간입니다. 방은 
총 3개이며 그중에서 2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휴식이 꼭 필요하거나 과

도한 노동으로 몸과 마음이 앓고 있거나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 위해 자기
만의 공간과 생각이 필요한 분에게 추천합니다. 한편 이 집에는 정숙한 고
양이 두 마리(부장님, 실장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스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asademiae.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758-4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벙커1교회는 교단과 교파가 없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직분이 없으며, 
봉헌 수령을 교회가 하지 않고, 교인 등록 또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 
평화, 사랑이 넘치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다만 다른 교회 교인의 수평 이동을 사양합니다.

❙벙커1교회 주일예배에 처음 오신 분은 ‘관악을야당’, ‘인민’ 님을 만나주십시오.
❙어린이부 모임이 주일예배 시간마다 녹음 스튜디오 대기실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하는 분은 출석 여부를 다음카페 등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평신도 설교 신청을 받습니다. 언제든 영감과 은혜를 입으시면
  나눠주세요. 신청은 kimyongminpd@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faithbook은 벙커1교회 주보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지면으로 만나실 수 있고, PDF로 구독하기 원하
는 분은 벙커1교회 DAUM카페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 편집인은 김용민이며, 의견 및 문의는 
kimyongminpd@gmail.com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