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평화위원회는 2012년 총회 이 

후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4년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계획을 실행해왔습니다. 2013년에는 아틀란타에서 한반

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대회를 개최하여 미국내 

여러 기독교 교단과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등과 함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토의

하고 결의하였고 2014년에는 워싱턴 디씨에서 세계교회

협의회(W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미주내 타 기

독교 교단들,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행진 및 기도회를 3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열었습

니다.  

2015년은 화해와 평화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8월 12일 부터 8

월 19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평화위원회 임원진, 한인총

회 총무, 그리고 북미 한인 기독교 평화 네트워크 상임총무등 6명

이 방북하게 됩니다. 이번 방북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그리스도교 련맹(조그련)과 대화 및 연대 

2013년 부산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이후 초 기독교적 한반도 평

화 노력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북한 내 파트

너는 조그련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연합감리교회는 조그련과 공식

적인 대화나 연대가 없었습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 조그련 대표들

과 그리스도안에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위해 연대하

는 기초를 이루려 합니다.   
 

오병이어 선교 지원 대상 연구 

오병이어 선교는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가장 신실하고 자

랑스러운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입니다.  지난 10여년동안 

오병이어 선교는 제 3의 선교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 합니다. 이것이 북한내에서 우리 연합

감리교회의 선교적 자리를 선한게 매김하고 앞으로 북한선

교지원이 한인연합감리교회 내 뿐 아니라 연합감리교회 전

체에서 중요한 사역이 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방북 사업 

이번 방북을 통해 이루어질 연대와 선교를 기반으로 앞으

로는 정기적인 방북의 기회를 마련하려 합니다. 한인연합

감리교회 뿐아니라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북

한 방문을 독려하고 지원하려 합니다. 이것이 나눠진 사람들을 다

시 만나게 하시고 두꺼워진 벽들은 허무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천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광복 기념예배 및 행사에 참여  

특히 올 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70주년이기도 한 해

입니다. 방북 기간중 광복 기념예배및 행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

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또 섬기시는 교회에서 8월 16일 주일

에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해주시

기를 바랍니다. 

이번 방북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깊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화

해와 평화의 여정을 여러분 모두의 간절한 소원과 정성을 담고 겸

손히 그리고 정성으로 마치고 돌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위현(평화위원회 회장, Belmont UMC, MA) 

오 병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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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포 돕기에 동참해주십시오. 
 
오병이어 회원이 되어 주세요  

한인연합감리교회(KUMC)의 유일한 북한선교 사업인 오병

이어에 개인, 속회, 단체의 이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원은 한 달에 10불 이상 (년 120불) 내시면 됩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여정 

북한 방문을 앞두고 

(1) 동북부 지역(Northeastern Jurisdiction) 

뉴욕한국인교회  (Great Neck, NY: 양민석 목사)                   1,100.00 

성요한교회 (Lexington, MA: 조상연 목사)                             1,050.00 

그레이스비전UMC (Cambridge, MA: 홍종욱 목사)                500.00 

아펜젤러 내리UMC (Woodland Park, NJ: 이성일 목사)       500.00 

워싱톤 KUMC 도우미속 (Rockville, MD: 이승우 목사)           760.00 

롱아일랜드 KUMC(Commack, NY: 장재웅 목사)                     400.00 

조건삼 목사 (Fairfield, CT)                                                              240.00 

이철호/이복근 님 (Germantown, MD)                                        240.00 

                    합계: $5,790.00 

  

(2) 동남부 지역(Southeastern Jurisdiction) 

거룩한 그루터기KUMC(Buford, GA: 서정일 목사)                  100.00 

그린빌 KUMC(Greer, SC: 신규석 목사)                                    1,000.00 

성가 KUMC(Newport Newa, VA: 최윤석 목사)                     1,300.00 

성마가UM(VA, 김미혜 목사)                                                          900.00 

찰스톤KUMC(N Charleston, SC: 배연택 목사)                          500.00 

그린스보로 KUMC(Greensboro, NC: 김태완 목사)                  600.00 

임마누엘 KUMC 아시아1속(Mrietta, GA: 신용철 목사)          120.00 

아틀란타 사랑의교회(Suwanee, GA: 김경곤 목사)                  200.00 

                                               합계:$4,720 .00 

 

(3) 중북부 지역(North Central Jurisdiction) 

Lydick UMC여선교회(Sound Bend, IN: 김정범 목사)             200.00 

맨스휠드 KUMC(Mansfield, OH: 유보현 목사)                         600.00 

콰드시티 KUMC (Bettendorf, IA:조항백 목사)                          500.00 

시카고제일KUMC 글렌뷰속(Chicago, IL:김광태 목사)           450.00 

시카고제일KUMC 나오미속(Chicago, IL:김광태 목사)           100.00 

시카고제일KUMC글로벌미션(Chicago, IL:김광태 목사)    1,000.00 

예수사랑 UMC(Skokie, IL: 최호남 목사)                                     805.00 

글랜브룩 KUMC 오병이어속(Chicago, IL 김윤기 목사)          495.00 

Steward UMC 여선교회(Steward, IL: 김진양 목사)                  120.00 

Sheridan UMC 여선교회(Sherdian, IL: 오효선목사)               120.00 

임광성 목사/강진희 사모(Itasca, IL)                                    60.00 

                  합계:$4,450.00 

(4) 중남부 지역(South Central Jurisdiction) 

평강 KUMC(Enid, OK: 이홍선 목사)                           1,500.00 

내쉬빌KUMC(Brentwood, TN: 강희준 목사)                           500.00 

                                                     합계:$2,000.00 

 

(5) 서부 지역(Western Jurisdiction) 

베델 KUMC(Santa Clara, CA: 한인희 목사)                             1,157.00 

아이에아 KUMC(Aiea, HI: 김호영 목사)              3,600.00 

엘에이 KUMC(LA, CA: 김세환 목사)                 3,600.00 

은혜의강KUMC(홍종걸 목사, CA)                                                600.00 

주사랑 UMC(El Monte,CA:이정환 목사)                                  1,987.50 

한미 KUMC(Colorado Springs, CO: 한동수 목사)                 1,575.00  

옥스나드KUMC 바나바남선교회(Oxnard, CA: 박민규 목사) 

1,800.00 

김종림/김은하 권사 (Laguna Woods, CA)                              1,000.00 

김대순/김귀열 권사(Torrance, CA)                           1,200.00 

나무사랑 KUMC(Woodland Hills, CA: 이상호 목사)         640.00 

이경희(Honolulu, HI)                              650.00 

안주섭 집사/ 안경라 집사(Torrance, CA)                               360.00 

이영성 목사(LA 복음 UMC, CA)                             200.00 

정요셉 장로(Los Angeles, CA)                  120.00 

LA복음UMC여선교회(Los Angeles, CA: 이영성 목사)            230.00 

김기수 (LA Habra, CA)                                               3,300.00 

조욱래/조주원 권사(Oxnard, CA)                                             240.00 

김진길 목사/김혜경 사모(Los Angeles, CA)                              200.00 

백승배 목사/백은희 사모(Claremont, CA)                                240.00 

장상근, 글로리아 안(Los Angeles, CA)                                    1,117.00 

김윤문 목사(Rowland Heights, CA)                                             300.00 

유석종 목사(Seattle, WA)                                       240.00   

이승은 목사(Hacienda Hts., CA)                               120.00 

정혜숙 사모(칠순 감사: Rowland Heights, CA)             300.00 

                                                        합계: $24,776.50 

 

총합계: $41,736.50 

오병이어  선교헌금 보고  

2014.8.1~2015.7.31 

감사의 말씀 

보내주신 오병이어 선교헌금 위 보고와 같이 잘 받았

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락되거나 착오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정정해서 다음 소식지에 실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평화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비정기 소식지입니다.  

2015년 7월 31일 발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열 두 광주리나 거뒀다. 누가 9:13, 16-17 현대인의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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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헌금을 보내실 곳 

 Payable to: NAKA UMC  

 주소: 2200 Central Ave. Bettendorf, IA 52722   

 문의: 조항백 목사 419-565-4490 (Cell) 



한인 총회 둘째 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으로부터 

한 저녁 테이블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평화 위원

회 모임이었습니다. 작년 7월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평

화 행진’ 소식을 감명 깊게 접한 터라, 그 일을 위해 수

고하셨던 목사님들을 만나는 일이 제게는 즐거움이었

습니다. 식사 테이블에서는 다양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지요. 북에 고향을 둔 아버지 때문에 통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수십년의 목회 기간동안 끊임없이 한

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활동해 오신 

목사님. 그리고 저처럼 

잘 모르지만 아는 목

사님의 강권으로 자리

한 사람까지…^^  

그곳에서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평화위원회 위원장 장위현 목사님은 그 자리

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

엇인지 설명해 주었고, 북한의 기독교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

는 비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릴 적부터 통일은 소원이라고 배워왔습니

다.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와서 유학생과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그럴

만한 기회는 더욱 없었습니다. 종종 북한의 주민이나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접하지만, 북의 동포들을 한 

자매, 형제로 생각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 reunification을 

꿈꾸는 우리내와는 정서의 차이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

에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동역자들을 만

나게 된 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옳고 선한 일에 기도와 마음을 모으며 작은 바램들도 몇 가지 

가져 봅니다. 평화 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졌으면 합니다. 특히 함께 하는 기도의 제목들, 작은 힘이라도 함께 

모을 수 있는 실천의 방법들이 개교회에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특

히 젊은이들에게 통일과 평화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학생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

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북

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해 달라’ 정도 입니다. 평화 위원회가, 

우리 교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

를 제공하고, 통일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애쓰시는 

동역자들께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평화를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한명훈(메디슨 한인연합감리교회, WI) 

지난 2월 9일-10일 양일간 아틀란타 한인교

회 메이스빌 수양관에서 북미 한인 기독교 

평화 네트워크(Korean Ecumenical Peace 

Network in North America) 창립모임이 있었

습니다.  

모임의 참석자들은 북미주 기독 한인들이 

정의와 평화에 기초한 목회 환경을 조성하

고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평화 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데 뜻을 모

았습니다. 특히 이번 모임은 2013년 5월 아틀란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독인 대회'를 계기로 에큐메니칼 진영이 다시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모임의 특별 강연 순서를 담당

한 김동석 소장(KACE시민참여센터)은 '최근 코리안 아메리칸 시민 

운동의 방향'이라는 강의를 통해 "대중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서는 

평화 운동을 한반도 통일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 평화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모임에 참가한 20여명의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에큐메

니컬 운동의 시대적 요구와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에 대해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한인교회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면서 평화와 화

해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창립 모임의 참석자들은 모두 미국교회의 5개 교단 소속

(UMC, PCUSA, UCC, DOC, Mennonite)으로 소속 교단과 평화 네트워크

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미국 교회협의회

(NCCUSA)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과 각 지역별로 평화학

교를 개설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펴나가기로 했

습니다. 

창립 모임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 회장 :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UMC) 

공동 대표 : 김기대 목사(평화의 교회, PCUSA)  최승언 목사(화이트 

오크 폰드 교회, 제자회), UCC, 메노나이트 미정 

상임 총무 : 김충성 목사(좋은 이웃교회, 제자회) 

협동 총무 : 권혁인 목사(버클리 한인교회, UMC), 지관해 목사(겨

자씨 교회, UCC), 한병철 목사(아틀란타 중앙교회, 

PCUSA),  허현 목사(마운틴 뷰 교회, 메노나이트)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혁인(버클리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 위원회에 바란다 
연합감리교회 새내기 목회자의 바램 

북미 한인 기독교 평화네트워크를 다녀와서 

우리 교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하고,  

통일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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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한결 같은 마음으로 나누어

진 오병이어 선교헌금은 한반도의 화해와 통

일을 위한 가장 귀한 씨앗들이었습니다. 작년 

한해 정성껏 헌금해 주신 오병이어 헌금은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북한을 방

문한 북녁동포를 위한 선교단체 <사이좋게>

를 통하여 모두 $21,400이 집행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선교헌금으로 이번에는 고아원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북한에

서는 고아원이란 말을 쓰지 않고, 대신에 신

생아부터 4세까지의 아이들은 육아원, 5-6세

의 아이들은 애육원이라 칭하는데, 오병이어 

선교헌금은 강원도 원산에 자리잡은 강원 육

아원과 애육원에 있는 원아들을 위하여 지원

되었습니다. 1년치에 해당하는 식품, 의복, 약

품, 가전 용품, 학습 용품 등을 지원하였고, 최

근에 새로 세워진 건물에 태양력 전력판을 

달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습

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인 조선 

장애자 예술 협회에

도 태양력 전력판을 

제공하였습니다.  

오병이어 선교를 통

하여 갈등과 증오의 

상징인 한반도에, 우

리를 화평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

나게 되리라 믿습니

다. 사랑의 씨앗이 

뿌려져 평화의 열매

가 맺히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 육아원 / 애육원 

 1) SOLAR PANEL 40 대 (육아원 건물)  

$10,000 ($250 X 40) 

  2) 생활 필품 (육아원/애육원)         $ 3,000 

  3) 손풍금 (육아원/애육원)             $ 2,400 

  4) 책상과 걸상 (애육원)                $ 1,500 

  5) 돼지 사료 (육아원 돼지고기 정기 공급)  

$3,000 (1 년치) 

 

2. 조선 장애자 예술 협회 

 1) SOLAR PANEL (장애인 교육실용 4 대)  

$1,000 

 2) 간식비 지원                              $ 500 

                          총 $21,400입니다. 

 

오병이어 선교위원회 드림 

북한 지원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