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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역자 목사님들께 

2014년 12월 15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시느라 올 해도 열심히 헌신하신 목사님들 가정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많은 일

들이 있었지만 목사님들의 사역에 맺어진 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느덧 소망가운데 시작 하였던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놀라우신 축복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일천교회 켐페인을 시작한지도 벌써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그 동안 큰 성과는 아니었을지라

도 1일 1불 선교헌금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몇 곳의 개척 교회들을 도울 수 있었음

이 감사했습니다. 미래의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

워 나가야 할 사명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뜨거운 선교적 자세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

도님들과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운동은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밝게 

하는 운동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함께 동참 할 수 있도록 목사

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목회자들의 1% 헌금을 통하여 

힘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목회자들의 건강보험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껏 많이 모이지

는 못하였지만 신청하시는 목회자들이 계셔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5년도부터 도움을 드리

고자 합니다.  

지난 해에도 정성껏 1%의 헌금을 보내주신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새

해도 변함없이 이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적은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역하시는 동료 목회자들중 건강보

험의 혜택을 갖지 못하는 동역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서로 돌보는 마음이 전달될 때 힘든 여건에 있는 동역자들이 용

기를 얻고, 사역에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쁜 성탄절에 섬기시는 교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어 큰 부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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