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호세 새소망 교회 ‘윤독모임’ 2 월 모임 보고  

모임 기간 2월 6- 27일 매 주말(토,일) 저녁 9시  

참석인원 9명 

선정도서 필립 얀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참여 후기 따옴표(감동받은 책 속 한줄)  
- 교회는 하나님의 복지 사무소다. 시각장애인을 고쳐주고, 포로를 풀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선포하신 본래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p75) 

-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문제도 많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로 절망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다 



 

 
느낌표(독서 후기 및 책 후기)  
- 다 누렇게 바랜 초판 발행 얇은 종이커버 원본을 보다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한국어 

번역본으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읽는 감동은,,,    참으로 몸되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겪게되는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에세이처럼 술술 읽혔다. 지금 

한국교회의 부정적시선의 파다한 소문들로 우울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희망의 

속삭임을 한국어로 읽는 호사까지 누린 기분이네요.  

-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소중함과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 더 말씀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졌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나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 책을 통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 책읽기 모임을 접하면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인으로 경험하게되는 교회의 사소한 부분들을 외면 하고싶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것까지  감수하며 주님의 뜻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교회의 아픈 부분들까지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 책을 접하면서 세상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회공동체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내 신앙의 정체성과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신앙관과 역활을 어떻게 펼처 나가야하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영원한 사랑의 무게와 끝없는 실망의 

무게를 견주어 보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거라는 말씀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고, 재인식하게 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 교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좋은 본보기도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는 커녕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린 

교회의 현재의 모습과 모이기 힘든 가운데에서도 함께 ‘교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된 읽기 모임이었습니다. 익숙치 않은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모임들이 쌍방향이기보다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많았는데, 주입되거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함께 돌아가며 책을 읽고, 스스로 각자의 느낌과 깨달음을 

그냥 간직할 수 있는 윤독의 장점을 알게 되어 새로운 세상을 맛본 기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