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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한글) :

(영문):

업종:

Phone:                               Fax:

주소:

City      State                Zip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타운뉴스 업소록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
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 -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성전 이전
주님세운교회

주님세운교회(담임목사 박성규)가 최근 성전

을 이전했다. 새 성전의 주소는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이다.

박성규 목사는“새 성전으로의 이전은 제2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이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성령이 역

사하는 교회, 선교 열정이 있는 교회, 교육부

를 부흥시켜 차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

육하는 교회,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

회, 시대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갈 것을 다짐한다.”고 선전 이전 소감을 

밝혔다.

▶ 문의: (310) 325-4020

               jscoffice01@gmail.com

노인 대학 강사 모집
효사랑 선교회

크리스천의 정체성 찾기 운동으로 성경적   

‘효’사역을 실천하는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

영찬 목사,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가 시니어 대학 강사

를 모집한다.

효사랑 선교회의 노인대학은“노인으로 살

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라는 학

훈 아래 신앙 중심의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이번에 강사를 모집하는 강좌는 생활영어, 건

강체조, ART, 대화 교실, 댄싱, 컴퓨터 강좌, 난

타, 서예, 소셜 서비스, 음악교실 등이며 이외에

도 함께 나누고 싶은 강좌가 있으면 효사랑 선

교회와 협의 후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순수 자원봉사로 운영된다.

▶ 문의: (714) 670-8004,  (562) 833-5520

              hyosarangus@gmail.com

마음지수를 높이는 방법 (잠언 23장 15-18절)

흔히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을 하

는데 그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닮는

다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

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면서 축복지수

와 성공지수만 높이지 말고 예수님

의 마음을 품으려는 마음지수를 높

여야 합니다. 마음지수를 높이기 위

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1. 지혜

마음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

니다.

어떻게 마음을 관리할 수 있을까

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

다.  첫째, 잠깐 환경을 바꾸어 볼 필

요도 있습니다. 힘들면 문제의 현장

에서 잠시 탈출하기 위해 여행을 한 

번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해 보

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음도 좋아

집니다. 

셋째,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 힘

든 마음을 새로운 에너지로 변환시

켜 보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고난을 

통해 지혜를 얻어 큰일을 이룬 사

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나라

의 문왕은 감옥에 갇혀서‘주역’

을 저술했고, 공자는 곤액 후에‘춘

추’를 썼고, 손자는 두 다리를 잘라

내는 형벌을 받은 후에‘손자병법’

을 썼습니다.

2. 정직

우리는 항상 정직하기를 힘쓰고, 

정직하게 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거짓 자아’를 깨

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

니까? 바로‘거짓 자아’때문입니

다. 그 거짓 자아 때문에 우리는 자

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

닫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자기를 깨뜨

리고 자기의 낮고 천한 모습을 보

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

울은 자기를‘죄인 중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자아를 

깨뜨렸기에 그는 가장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3. 용서

마음지수를 높이려면 죄인의 형

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과 비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용

서해야 합니다.

마음지수(EQ)는 보통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받으려는 태도보다 주려

는 태도가 얼마나 더 있는가?”

둘째,“나보다 남을 얼마나 더 생

각하는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

다. 쉽게 말하면 남을 이해하고 배

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음지수를 높이는 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 마음지수를 

높이기만 하면 사실상 가정 내의 

거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4. 경외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잘못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우

리가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면 사

단은 신나서 더 찾아옵니다. 우리

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

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합

니다.

살면서 우리는 실패와 죽음, 그리

고 진실의 노출과 체면 손상을 두

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와 위선과 

외식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질병과 

사고와 운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

든 일과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는 

복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

러므로 우리가 훌륭한 신자가 되려

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여 예수

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로 무장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

하게 살지 못할 사람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신앙으

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따라 우리도 마음

지수를 높여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

고, 비전은 크게 가지되 욕망은 줄

여 영적인 가난과 고통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

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장래가 있

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

는 복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한규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