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앞면에서 계속 >   “우리  
  가 우리 예배당을 세우는데   
  외국인의 원조를 받는 것은   
  본의에도 어긋나며, 후세에   
  전하는 데도 떳떳하지 못하  

         최초의 한국교회 소래교회         다”고 정중히 거절하였다. 언
더우드는 그 뜻을 존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가져온 석유램프 5개를 
소래교회에 기증하였다. 그런데 불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그 빛이 온 
동리를 환하게 밝혔다고 한다. 이렇듯 소래교회는 한국최초 예배당인 
동시에 외국의 원조 없이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한편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에 의하여 서울에 설립된 최초 
조직교회인 새문안교회가 창립될 때 참여한 14명의 최초교인들도 서
상륜과 백홍준이 전도한 교인들이었다. 그 이후 서상륜은 새문안교회
의 조사로 세워졌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동역자가 되었으며 선교초기 
서상륜은 또한 한국 최초의 권서(勸書)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사역에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한국교회 선교역사에 초석을 놓으며 선구자의 삶을 산 서상륜은 
1925년 12월 16일 7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비록 
평신도였지만 그의 장례는 장로교 총회장으로 거행되었다. 평신도의 
장례를 총회장으로 예우한 것은 전례에 없는 특별한 일이었다. 한편 
그의 동생 서경조는 장로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인 중의 한 명
이다. 그의 아들 서병호는 독립운동가로 상해에서 활동하였으며 그의 
후손으로는 서원석 장로(전 대한성서공회) 서경석 목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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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ORMED FAITH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서상륜(徐相崙,1849~1925)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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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 15:1-4,8))

   표지설명 / 서상륜(徐相崙 1849-1925) 한국 최초의 성경 번역자, 교회 설립자, 권서(勸書, colporteur)

한국 최초의 권서(勸書, colporteur)
          서상륜(徐相崙 1849~1925)

     서상륜(徐相崙 1849-1925)은 양반가문 장  
  남으로 한문수학을 했다. 그는 한문 뿐 아  
  니라 중국말도 잘 했다. 만주 고려문을 넘  
  나들며 홍삼 장사를 하던 중 장티푸스에 걸  
  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이때 이미 기독  
  교를 접한 이응찬의 노력으로 의사며 선교

사였던 헌터(Joseph M. Hunter, 1807-1907)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 일로 서상륜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서상륜
은 심양에 있는  로스(John Ross, 1842-1915) 선교사를 도와 한글 
성경 번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한문 실력이 출중한 그는 로스 선교
사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당시 조선은 대동강 강변 토마스 선교사 순교 사건 이후 쇄국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로스와 매킨타이어 선교사와 서상륜의 
협력으로 마침내 1882년 3월 24일 심양에서 최초로 한글성경 누
가복음 3천 권이 발간되었다. 이 최초의 한글성경 번역작업은 서
상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후 서상륜은 또 하나의 사명을 
갖고 자신이 번역한 복음서를 안고 압록강을 건너 고향 의주로 돌
아오게 된다. 그러나 당시는 성서 반입이 불법인지라 고려문을 통
과하다가 국경 관리들에게 적발되어 붙잡혔다. 다행히 먼 친척인 
김효순의 도움으로 성경 10여 권만을 챙겨가지고 밤에 도주하는 
데 성공을 한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위기를 느낀 서상륜은 동생 
서경조와 함께 외가가 있는 황해도 장연의 소래(송천, 松泉)로 피신
하여 가슴속에 몰래 숨겨 온 성경으로 외가 친척과 인근 주민들에
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전도가 점차 활기를 띠면서 가정집에
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로써 1883년 5월 16일 
한국 최초로 외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소래교회가 탄
생하게 되었다. 
   그 이후 소래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의 일이다. 언더우드 선
교사가 건축자금을 미국에 가서 모금하여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서상륜을 비롯한 소래교회 교인들은 < 뒷면에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