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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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나파크지회 출범
CBMC

‘미주한인기독실업인총회(총회장 황선철, 이

하 CBMC)’가 부에나파크지회(이하 지회)를  

출범시켰다.

CBMC는 지난 10일 부에나파크의 예손몬

테소리(Jesus’Hands Montessori,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에서 교계 인사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 오프라인으로 

지회 창립 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황선철 총회장은“CBMC는 

1930년 대공황 시기에 기독실업인이 신앙으

로 뭉쳐 만든 조직”이라며“전례 없는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부에나파크

지회가 창립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CBMC 부에나파크지회 초대회장으로는 스

티븐 최‘M+D Properties’부사장이 취임했다. 

최 지회장은“당분간 건실하게 발판을 다지며, 

오렌지카운티에서 CBMC 사역 활성화에 앞장

서겠다.”며“이를 위해 사업자를 위한 콘텐트 

개발과 회원들간의 네트워킹 구축에 주력하겠

다.”고 말했다.

▶ 문의: (213) 268-5636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조명환 목사, 이

하 협회)가 신앙도서 독후감을 공모한다.

추천도서는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신

영, 시와정신사), 모두 거짓말을 한다(세스 스티븐

슨 다비도위츠, 이영래 옮김, 더퀘스트), 침묵(엔도 

슈사쿠, 공문혜 옮김, 홍성사), 말그릇(김윤나), 똑

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리처드 탈러, 박세연 

옮김, 리더스북)등이다.

최우수상 수상자 1명(500달러), 우수상 2명(300

달러), 장려상 3명(200달러)을 선정해 시상한다.

독후감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 내외이

며 마감일은 오는 10월 31일이다. 독후감은 

wkcmmailbox@gmail.com으로 응모하면 된다.

의무에 충실하다는 것은 사랑에 충실하다는 것
(마태 25,14-30)

느님의 사랑으로 일생을 산 사람들

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가 하느님께 받은 모든 것을 이용해 

이익을 만들어 내길 기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익은 우

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

이 증가될수록 우리는 더 완전한 사

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

고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크고 

더 많은 선을 생산해 냄으로써 풍요

로워집니다.

이렇게 현세에서 자기의 시간과 소

유일체를 사랑을 키우는 데 활용함

으로써 선을 생산해낼 줄 아는 사람

들은 내세에 하늘에서 하느님의 영

원하고 무한한 기쁨을 하느님과 함

께 누리게 된다. 

주인에게 받았던 돈으로 이익을 

내지 못했던 종은, 하느님의 사랑

을 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배타적으

로 사랑하는 이기주의자를 가리킵

니다. 사람의 행동은 완전한 사랑에

서 나오면 더 큰 선이 되고 냉혹한 

이기주의에서 나오면 더 큰 악이 됩

니다. 이기주의자로서 자기만족만

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대해

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무관심

합니다. 모든 행동은 이기적인 동기

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입

니다. 이렇게 현세에서 하느님께 받

은 시간과 소유일체를 이기적인 자

기만족만을 위해 허비한 사람들은 

내세에서 하늘나라의“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

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성배 신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

리가 있고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

니다. 늘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

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일상의 의

무들은 나보다 남을 위한 일들이고,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하는 일들

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처지에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곧 사

랑의 행위입니다. 

우리 일상의 의무들은 사람들 눈

에 띄지 않는 평범한 일들입니다. 그

런데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는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사

랑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평

범하고 보잘 것 없는 일도 사랑으로 

행하면 비범하고 위대한 일이 되고, 

비범하고 위대한 일도 사랑없이 행

하면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인생의 가치는 일마다 오래 살고 

얼마나 큰일을 했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에 있습

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들로 채워지

는 일상이 매일 되풀이되다 보면 사

랑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의무를 이행하는 데 권태를 

느끼고 불성실해집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에 눈을 뜨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

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

가 있어야 할 자리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버리고 새로운 자리

와 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기를 

버리고 살아 왔던 길을 포기하고, 

자기를 찾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자아를 버

려야만 갈 수 있는 사랑의 길을 버리

고 자기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기주

의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자기 스스로도 불행해지고 남

도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은 사람들

이 이렇게 사랑을 버리고 이기적인 

삶을 택하는 데 있습니다. 이기주의

자는 자기 자신만을 배타적으로 사

랑합니다. 자기 명예만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을 돌보며 자기만족만

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

든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고, 이기

주의는 모든 악이 흘러나오는 원천

입니다.

오늘 복음에 소개되는 달란트의 

비유는 사람이 인생을 통해 두 가

지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

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현세에서 어

느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세

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

을 깨우쳐 줍니다. 그 하나는 자기를 

버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사랑

을 버리고 이기주의를 선택하는 길

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감정을 뛰어 넘어서 상대방의 만족

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

랑의 길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서 주인에게 받았던 돈을 배로 불려

서 되돌려 줄줄 알았던 종들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