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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세우고 받으시는 성전으로 복음의 역사 이루라
5월 4일 <동탄광림교회> 기공예배 드려
2022년 5월 4일(수) 11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동탄광림교회 기공예배
를 드렸다. 동탄광림교회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500여 평의 교회로 내년 4
월 완공 후 봉헌 될 예정이다. 지하 1층에
는 300석 규모의 대예배실과 자모실, 1층에
는 주차장과 로비가 들어선다. 2층에는 애
찬관과 다목적실, 행정실, 3층에는 소예배
실과 4개의 소그룹실을 만들어 성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친교와 교제를 나
눌 수 있게 설계되었다. 또 옥상에는 주위
녹지 환경과 어울리는 초화류를 식재할 예
정이다.
이날 기공 예배에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의 확장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
할 것을 다짐했고, 여선교회성가대는 축복
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세워진 성전’(삼하 24:18~25)이라는 말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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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의 강단
성숙한 그리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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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5년 이 성전 터를 마련할 때는 아
무것도 없는 벌판이었는데 이렇게 큰 신도
시가 형성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계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솔로몬 성전 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
던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다. 동탄광림교
회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고, 희
생과 헌신위에 기도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
시고 받으시는 성전이 되길 기도한다. 다
윗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드
린 제단을 기뻐 받으신 것 같이 동탄 성전
도 화목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하
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성전 공사계획 설명
과 기공교독문 낭독으로 동탄광림교회 건
축의 시작을 선포했다.

광림교회 선교정책은 광림의 성도들이 있
는 곳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동탄광림교회
건축은 본당 및 광림남교회 출석 교인 중
본당 예배전통과 믿음의 공동체를 그리워
하는 동탄 지역 성도들과, 지역사회에서 주
님이 명하신 선교 지경을 넓혀 하나님께 영

광을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광림교회 지교회들은 믿음의 씨앗이 잘 심
겨진 광림의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지역
사회에서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선교와 성전 건축은 교회의 사명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
러 어려움 속에서도 여선교회는 동탄광림
교회 건축을 위해 7억 원의 건축비를 약정
하고, 4월 선교바자회 등을 통해 우선 3억
원을 헌금했다. 선교와 교회 건축을 감당
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이며 사명이다. 각
선교회와 위원회, 지교회들과 선교구에서
도 기도회로 동참하며 동탄 성전이 하나님
의 손길로 은혜롭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다.
이상희 기자

믿음의 씨앗이 있는 곳에 선교 지경이 더
넓혀지기를

광림 스토리
여선교회 선교바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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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만나다
광림 사랑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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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
어린이주일 연합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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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현장
장애인주일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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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