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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
몽골 선교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2003 년에 미국 선교 백주년을
맞아서 시작했던 몽골선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돕고 지원하기 위하여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GBGM) 와 어떻게 연계하여 선교에 협력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 있다.
2003 년에 시작된 선교는 10 년이 지난 현재:
4 명의 선교사(Helen Sheperd, 김선례, 서동민, 홍혜윤) 가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고
9 개의교회(게를테교회, 히식 운돌교회, 축복의샘 교회, 사랑의 강교회, 칭글테교회,
담바교회, 홍호르교회, 주르흐 올 교회, 타힐트 가정교회) 가 개척되었고,
2 개의 선교센터(게렐트 , 칭글테) 그리고 호스피스 1 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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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선교사, 교회 및 사역자
*헬렌 쉐퍼드 (Helen Sheperd) 선교사
-2002 년 몽골 선교사로 파송
-현재 몽골 미션 코오디네이터
-2015 년 6 월 은퇴 예정
-사역내용: 호스피스 사역 (Hospice Ministry)

*김선례 선교사
-2002 년 몽골 선교사로 파송
-사역내용
칭글테교회, 유치원, 구치소, 지역사회 사역, 교회 개척

*서동민선교사
-2007 년 11 월 몽골선교사로 파송
-사역내용
교회 개척, 몽골 목회자를 위한 목회 전반적인 교육,
몽골 현지 교회 순회 설교, 몽골교인들의 영성집회

*홍혜윤선교사
-2007 년 11 월 몽골선교사로 파송
-사역내용
몽골 UMC 교회 교육사역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 성인)

2

1. 칭글테교회 (Chingeltei UMC): 등록되었음.
담임사역자: 김선례 선교사
참석인원: 성인 75 명 (청년: 30 명) , 아동: 50 명, 중.고등부 25 명
교회헌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십일조, 유치원 ($16/month)
주요사역: 1. 유치원(30 명.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 – 오후 5 시),
2. Bread Mission (Homeless/Street people ministry 예배와 음식제공)
3. 구치소 사역 (111th 구치소와 간츠 호닥그 구치소
1 주일에 3 일 방문하여 성경공부와 삶에 관한 교육 )
4. 지역사회 사역
5. 어린이 여름학교: 3 주, 어린이 제자훈련: 매주 토요일 3 개월
중.고등부 제자훈련: 3 주, 성인 1:1 제자훈련
6. Senior Citizen 학교 매주 수요일
특기사항: 자신의 땅을 분배받고 이사를 많이 감.

2. 담바교회 (Damba UMC): 등록되었음.
울란바타르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
뉴저지연합교회 여선교회에서 대지 구입.
2010 년 샌디에고 KUMC 가 단독으로 교회건물을
건축하였음.
담임사역자: Narangerel
몽골 최초 신학교인 UBTC 에서 기독교 교육학 전공.
참석인원: 성인: 40 명 중고등부: 30 명

어린이: 40 명

주요사역: Before/After School 사역, Bread Mission , 지역사회 사역
특기사항: 시골에서 상경한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음. 빈민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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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호르교회 (Khonkhor UMC): 교회등록 과정중임.
담임사역자: Munkhnaran (2015 년 5 월에 감리교신학교
졸업예정)
참석인원: 성인 15 명, 어린이: 50-55 명
주요사역: 어린이를 위한 여름학교 사역
*2009 년 내쉬빌연합감리교회에서 개척하시기를 원해
홍호르 마을에서 내쉬빌 의료사역팀이 마을 보건소에서
의료진료 사역을 했음.
*2010 년 칭글테교회 소속인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한 사역자
중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한 후 홍호르에 파송함. 대지를 구입하고 게르를
세우고 홍호르교회 시작함. 2012 년 교회건축에 동참한 교회: 내쉬빌교회,
뉴저지연합교회, 은혜와 사랑의 교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건축헌금을 했음. 내쉬빌
KUMC 는 그 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매월 후원을 하고 있음. 특별한 사역이 필요할
때는 특별헌금을 했음.
*후러싱제일감리교회: 지하수를 파서 우물 물을 이웃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약
13,000 불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또한 칭글테 교회 관리실을 지었음.)
특기사항: 홍호르 지역은 아주 추운지역이고 개발중에 있음.
소요시간: 시에서 버스로 1 시간 정도 걸림.

4. 주르흐 올 교회 (Zurkh Uul UMC)
담임사역자: 볼로로마 (Bolormaa), 감리교신학교 졸업
예배처: 가정교회를 그만두고 2014 년 12 월부터 마을에
있는 건물 교실 하나를 빌려 사용 하고 있음.
성인 : 10 명 등록, 어린이 45 명 등록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성인들과 어린이들이 원하고 있음.
복음전파와 지역사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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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힐트 가정교회 (Takhit House Church)
담임사역자: Naranbaatar, 감리교 신학교 졸업
2014 년 12 월에 시작했음.
예배처: 성도님이 이사를 가셔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
개발지역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음.
소망이 있음.
소요시간: 시내에서 약 2 시간 걸림
성인: 7 명,

어린이: 4 명

부모님들이 일을 하고 교육이 부족하여 가르칠 수 없다고하여 Before/After School 를
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음.

6. 게를트교회 (Gerelt UMC) : 교회 등록되었음.
담임사역자 : 우르제 (2014 년에 싱가폴 Trinity 신학교 졸업)
참석인원 : 성인 75 명, 청년(25 명), 아동(50 명), 중고등부(20 명)
교회헌금 :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교회학교헌금 – 월 $500
주요사역 : 1) 주일예배, 수요예배, 아침예배, 성경공부
2) Gerelt Center : After School program, 한국어수업, 태권도수업
3) 여선교회 사역: Craft Class- 양털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음(슬리퍼등)
특이사항 :
개척: 2003 년최초의 KUMC 선교교회 (당시 담임자는 최초 선교사인 김밀리)
그래서 이것은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 100 주년기념교회 이기도 함.
특이사항: 주변의 대지를 6 만불 (KUMC 연합회를 통해서) 구입하였는데, 싯가가 많이
상승하고있음. 러시아 군인들의 막사같은 곳이 2 동이있는데, 이곳을 이용하여 사역을
하면 더욱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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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흐식은두르 교회
담임교역자 : 어턴수흐 (현지지도자, 몽골감리교신학교 졸업,
남편과 함께 사역하고 있음)
위치: 울란바타르에서 북서쪽 차로 7 시간거리
-

2006 년부터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교회에서 선교시작

-

2013 년 디트로이트교회에서 땅과 대지를 위해 건축헌금

-

2013 년 6 월 담임교역자 파송.

-

주일 20 명 예배참석, 교회학교 운영.

8. 축복의 샘 교회 (게를트교회 10 주년 기념교회)
담임교역자 : 친밧 (몽골감리교신학교 졸업)
위치 : 울란바타르 북쪽, 게를트교회 북쪽에 위치함.
시골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이주하는 곳.
-한국의 무명의 성도님께서 대지를 위해 헌금함.
-2014 년 11 월 23 일 첫 예배를 드림.
현재 8 명이 주일예배를 드림. 교회학교 25 명

9. 사랑의 강 교회
담임교역자 : 셀링게 (YWAM, 몽골 예수전도단에서 교육받음)
위치 : 울란바타르 북쪽으로 300km, 차로 3 시간거리
-주일 15 명 예배참석, 교회학교
2011 년부터 게를트교회에서 선교하기 시작.
2012 년에는 게를트교회 지도자 파송.
2014 년 12 월부터 현지출신인 ‘셀링게’지도자와 연합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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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역사와선교/교회의시작에대한정보
몽골은 세계에서 17 번째로 큰 땅덩어리에 엄청난 지하자원이 묻혀있는 곳, 하지만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곳이라 지금 한참 개발이 되고 있다.
13 세기에 칭기스칸 때 몽골 제국을 형성하고 세계를 주름 잡았던 나라지만, 원나라의
멸망(1310 년)과 함께 몽골제국은 소멸 되었고, 15 세기 무렵 부터는 할하강 유역으로
축소되어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에 청나라에 복속되어 250 년간 중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1911 년 중국의 신해혁명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1911 년 12 월에 우프가 (현재의
울란바토르)에서 혁명을 일으켜 독립을 선언 했다고 한다. (몽골 1 차 혁명)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혁명 이었고, 실질적인 독립은 1921 년에서야 가능 했다고 한다.
몽골은 사회주의 정책을 지향하다가 1986 년경 부터는 탈사회주의국가로 변화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서구 사람들에게 문호가 열리게 된 것이다. 미국과도
1987 년부터 수교를 하게 되었다. 1980 년대 중반부터 한국과도 가까운 교류를 하게
되었다.
1984 년에 단 4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하고, 1992 년에 7 가정의 교인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에서 2003 년에 GBGM 과의 파트너쉽으로
김밀리목사 (Rev. Millie Kim)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게를트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몽골, MONGOLIA
위치 : 중앙아시아고원지대북부
면적 : 156 만 4160 ㎢
인구 : 300 만명(2014), 인구밀도 : 1.6 명/㎢(2003)
수도 : 울란바토르 (Ulanbaator)
정체 : 공화제
공용어 : 몽골어
통화 : 투그릭 (Tugrik)
환율 : 1,950Tug = $1 (2015. 2. 12)
1 인당국민총생산 : $400 (2003)
경제, 정치체제: 몽골은세계에서두번째, 즉 러시아다음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된 나라
문자, 언어: 러시아문자 (키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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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선교에대한전망과계획안
1. 몽골선교가 갈수록 힘이드는 이유중 하나는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지원하는 사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함.
2. 가능한방향의선교
1) 전통적방법: 현지선교사에게 지원함으로써,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일
2) 교회를세우는일
3) 단기선교팀: 현재 세워진곳에 의료선교 혹은특수선교로 단기에 다녀오는일
4) 사역자훈련선교: 3 – 4 명의 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들이 단기에 현지 사역자
훈련을 하는일
5) Business 를통한선교: 학원운영, 카페, 식당등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선교 지원

게를트 선교 센타 사역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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