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식

교회안내 INFORMATION

2020/3/15
http://easyhb.net/issa/kmcbch/word

1. 2020년도 교회 표어: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한 해
2. 교회 새 웹사이트
http://easyhb.net/issa/kmcbch/word
3. 3 주간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 4 월 5일
종려주일 예배 때 만납시다.
4. 교회 모든 모임 4월 5 일 전까지 중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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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3 시 10분 , 예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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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2 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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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한 해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 최규환

전도사 : 김경숙

벨기에 선교 교회는 유럽 예수교 장로교 총회합
( 동) 소속 한인교회로서 1999년
이후 벨기에 복음주의 연맹 (FEFB)의 멤버입니다. 우리교회의 비전은 벨기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벨기에인의 영적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아가
유럽대륙의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교회 발자취는
1990년에 몇 명의 한국 성도들이 Waterloo Christian Center의 한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안성삼 초대목사현
( 광주 혜성 교회 담임
목사께서
)
10년간 벨기에 선교 교회에서 시무하시면서 몽스, 안트워프, 룩셈
부르크에도 교회를 개척하심으로써 유럽 선교의 사명이 확장되는 기틀이 마련
되었습니다. 1998년 Beersel에 위치한 현재의 건물을 인수, Euro-Korean
Mission Center로 명명하였습니다. 화란어권과 불어권의 경계지역에 있는
현재 건물은 원래 카톨릭 성당이었으나 두 민족의 대립으로 문을 닫고, 그 후
창고, 스포츠 센터 등 상업용 건물로 사용 되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데 초대 목사님과 성도들의 노력이 큰 몫을 하
였습니다. 1999년 벨기에 복음주의 연맹에 가입하고, 2001년 10월 1일
최규환 제2대 담임목사님, 김경숙 전도사님께서 우리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후원계좌

교회본관
Alsembergsteenweg 1131, 1650 Beersel
Tel. +32 (0) 2 306 6026
Bus. 153 : Parasol
오시는길

>>153번 시외버스 PARASOL 정류장 바로 옆.
(153번 버스는 DROGENBOS-ALSEMBERG-HALLE-NINOVE 방면으로 운행 .
VASTIAU-GODEAU 가구점 앞에서는 DROGENBOS 방향, VAN HAELEN역에서는 NINOVE 방향)
>>153번 시외버스는 TRAM 51번과 연결되며, 교회는 TRAM 종점에서 2.5KM 남쪽 지점
>>TRAM 51번 종점 VAN HAELEN역에 픽업. (픽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 ALSEMBERG의 VASTIAU-GODEAU 가구점에서 북쪽으로 2.6KM.

은행계좌 : BE74 3630 7428 9007
계 좌 명 : KOREAN MISSION CHURCH
Swift Code (BIC) : BBRUBE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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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북쪽(브뤼셀)의 TEXACO 주유소에서 3KM 남쪽 지점.
브뤼셀에서 오실때는 TRAM 길을 따라 오다 종점 지나 계속 직진. (교회 주차장 공간은 충분합니다.

벨기에 선교교회

예배순서

목사님의 영성 칼럼
'코로나 19'는 극복할 대상

묵
도
In vo ca tio n
※

인도자

특별기고 ]황성주 박사 : 사랑의 병원 병원장 ( 이롬 생명과학연구원
원장) 나는 지금 터키 앞바다에서 배로 한 시간 떨어진 그리스의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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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다같이

스보스섬에 와 있다. 내전을 피해 유럽에 가려고 바다를 향해 뛰어
들다 파도에 휩쓸려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가 . '터키와 시리아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 ', 바로 그 섬이다 .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대거 몰려있는 섬에서 난민을 위한 구호 활동 중에 이 글을 쓴다.
엊그제부터 터키가 국경을 열자 시리아 난민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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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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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건너 이 섬으로 다시 몰려들고 있다 . 이 섬도 역시 혼란의
와중에 있다 . 엔도 슈사쿠가 「침묵 」에서 쓴 '바다는 그토록 아름다운
데 현실은 이토록 참혹하구나 '라는 탄식이 생각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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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의 신앙의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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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겪고 있다 .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거부와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이 섬에서도 일부 주민이 우리 팀에게 '코로나 19' 검사를
요구 하고 사역의 대상인 난민들이 오히려 우리를 염려하고 있다.

는 사람들 , 고국을 떠나 정처 없이 해외를 떠도는 사람들 , '코로나

목사

19'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한국인에게 '코로나 19'의 치사율은

다같이

0.5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4 일 0 시 현재 5,328명의 확진자가 발

최규환
목사
인도자

※는 일어섭니다.

중할 뿐 아니라 공포와 불안감을 조장해 국민의 면역력과 정신적
저항력을 약화할 수 있다 . 물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철저히 경계도

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통계 수치가 부풀려져 있음을 인정해야 한
다 . 낮은 확률이지만 이미 잠재해 있거나 유행하고 있는 다른 코로

최규환

축
도
Benediction

이런 논리라면 치사율이 비교적 높은 독감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처
를 해야 한다.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난을 가

한국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으로 큰 고통과

문득 우리보다 더 큰 고통, 처절한 아픔을 겪는 분들이 바로 난민이

다같이

로나19'는 높은 전파력을 가졌어도 치사율이 낮다. 확진자가 나오면
공포에 빠지고 직장과 건물을 폐쇄하는 일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낮은 치사율은 불행 중 다행

다같이

합심 치유기도
Prayer for healing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비극이 아니라 희소식이다.
불행한 일을 겪고 있지만 , 놀라운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것이다 . '코

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극복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 . 현재 '코로나19' 검사법인 RT-PCR은 빠르고 정확하지만,
너무 민감해 위양성 (아닌 것을 참으로 인식하는 비율 )이 너무 높다

합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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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놀라운 한국인의 저항력이 아닐 수 없다 . 코로나 사태는 역설
적으로 한국 사람이 높은 건강 수준과 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음을

라는 생각이 든다 . 전 세계에서 버림받은 영혼들, 아무도 원하지 않

생해 31명 ( 몽골인 1 명 제외) 이 사망했다 . 2,502명의 확진자 중 79 명
이 사망한 이탈리아와 비교해 보라 . 증세가 심각한 환자도 한국은
30 명 내외이지만 이탈리아는 229명 , 중국은 6,806명이나 된다. 한국
사망자도 면역이 바닥인 장기입원자( 청도대남병원) 7명 , 초고령자 13
명 (77세 이상), 중증 질환자( 암 심장병 신부전 ) 등을 빼면 '코로나19'
자체로 사망한 사람은 10명 미만이다 (실제 치사율 0.2%). 최대한의
수치로 예측을 해도 한국의 치사율 범위는 0. 6~0.7%다 . 이는 질병
역학적으로 분석해도 놀라운 일이다 . 전체 치사율 3.5%의 6 분의 1
수준이며 중국 3.8%, 이탈리아 3. 2%, 일본의 2.1% 보다도 현저히 낮
다 .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 이는 계절 독감의 치사율인 0. 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 미국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것처럼 '강한 독감
의 치사율 ' 수준이다. 참고로 치사율이 사스는 10%, 메르스는 34%
였던 것에 비교하면 매우 낮다 . 통계의 결론은 이렇다 . 한국인에게 '
코로나 19'는 사실상 종이호랑이다 .

나 변종을 '코로나 19'로 오진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는 계절성 감기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이지
신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 다른 독감은 물론 사스나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다 . 그러니 확진자라도 임상 증상이 없거나 폐
CT 소견에 문제가 없으면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확진
자들은 계속 관리하되 치사율이 높지 않으니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 지금 추세라면 확진자의 80~90%는 치료 없이 경증으
로 끝난다 . 증상이 있는 확 진자들은 생활 면역을 높이도록 유도하
고 이뮨 부스터 (immune booster) 를 투여해 면역 증강을 시키는 것
이 현재로서는 최상의 방법이다. 국민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상생
활로 복귀할 준비를 해야 한다 . 계속 경계심을 갖고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착용 (상황에 따라) 은 유지하면서 회의나 대화도 최소화하되,
자연 건강식과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과 독서 , 햇볕 쬐기 , 스트레
스 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생활 면역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코
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다 . 앞으로도 변종은 계
속 생길 것이다 . 피할 수 없으면 면역을 높여 극복해야 한다 . 한국
인의 치사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 아무리 확진자가 많아져도 치사율
이 높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라. 철저히
경계하고 만반의 대비는 하되 두려워하지 말자 . 방에 계속 틀어박혀
있으면 면역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 예방
에 더 효과적 이다. 외출문화를 가족 중심 문화로 바꾸어 가정 회복
의 기회로 삼자. 서로를 탓하지 말고 모든 고통을 자기성찰과 혁신
의 기회로 삼자. 우리 민족은 역경과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해온 우
수한 민족이다. 분연히 일어나 '코로나19'를 극복하자. 움츠러들지
말자.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자. [ 출처: 국민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