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리의 등대 창간취지와 목표

   1. 창조주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 주 하나님을 힘써 전하겠습니

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고통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2. 구원은 오직 예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며 영혼의 평안과 만족도 오직 예수뿐임을 널
리 전하겠습니다. 가인의 문명과 문화가 번성할수록 오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영적 공허와 절망 가운데로 빠져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3.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교회의 평신도 주요 사역자들의 신앙의 기초를 반석(마 16:16-18) 위
에 더욱 분명 하고 든든하게 세우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간의 목적달성 
수단으로 여기는 왜곡 된 복음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딤전 3:15)가 거룩함과 능력과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고 교회의 세속
화가 더욱 깊어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4. 본지의 일차 독자 
  본지의 일차 독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 전문사역자 등과 같은 
교회의 평신도 주요 지도자들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과 수준이 
초신 자나 아직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다소 
난해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5. 다시 영적 대각성과 복음의 부흥을 꿈꾸며
  개혁신앙(Reformed Faith)을 널리 알리고 세우는데 힘쓰겠습니다. 19세
기의 영적 대각성과 복음의 부흥은 16세기부터 시작 된 종교개혁의 열매였
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자들의 영원한 구호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다시 
영적 대 각성과 복음의 부흥 시대를 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발행인 정은표  
  
                   

                      

   THE TRUTH LIGHTHOUSE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혁신앙의 길잡이

Landing on Plymouth 16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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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서시 

백승철(에피포도교회 담임)   

다시 올 것 같지 않은 이런 시절에        
실바람에도 흩날릴 가을 뒤편 나무에 서성이는 
한 잎 낙엽에도 감사하는 계절이 되게 하시며

사라지는 것들로 슬퍼하지 마라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인해 소망을 고백하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추수한 들녘 더 이상 수확할 수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아픔까지 사랑하시는 
고백이 기도되게 하소서

없어서 있어야 될 것으로 
너무 기뻐하지 말게 하시며
있는 것으로 날마다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이른 새벽까지 
아침, 잎새에 우는 이슬로
가을에서 겨울눈꽃 될 때까지 
눈물로 감사하게 하시며

날마다 동쪽 산머리에 올라 
시간의 바람 타고 서쪽으로 고개 숙인 하루  
하루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을 잊힌
여백 위에 한 줄 옆서 띄우는 
그리운 사람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바다 끝으로 멀어지는 
황혼의 아름다운 노래가
내가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 되고
한 알 밀알 되어
온 세상을 넉넉히 비추는 
아름다운 감사가 되게 하소서

표지설명 / Pilgrim Ship Mayflower Under Sail(1620) - Olaf Rahardt : On November 9th ,1620, 
the Mayflower’s crew sighted Cape Cod and attempted to sail south to the mouth of the 
Hudson’s River, near modern-day Long Island, New York.

동역자 : 진리의 등대 발행을 위해 - 기도, 편집, 홍보, 재정 등으로 동역하는 분들입니다.

정은표 김석기(오네시모선교회) 홍덕기 안영택 정규환 김삼도 한준기 정기성  
조남중 박병은 전인철 이창우 조영길 오희식 용환인 박영길 신혜옥 고현권 황보연준 
장은욱 김희준 이용화 송희영 박미자 한익희 신민서 정관호 신수민 민경엽 심현
식 정관일 이풍삼 정연규(익두스교회) 정우송(광염교회) 오종필(우림교회) 조  룻 
공 순 미  김 상 정  한 종 희  권 덕 주  유 재 일 (열 린 문 교 회) 김차생 송진영 이인범 
정규환 김종학 장덕명 함인수 김정복(WMC) 김경자 Daniel S. Yi 함인수 (참여 순)

< 문서선교헌금 >
9월 : 우림교회(오종필) 익 두 스 교 회 (정 연 규 ) 안 영 택  송 희 영  김 상 정  한준기  
     김 광 삼  이 영 화  김 경 자  Daniel S. 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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