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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산하에 있는 평화위원회는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

총이 가득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저희 평화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총회를 통해 2013-2016년에 이어 2017년 이후 4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병이어 사역을 통한 북한 동포 돕기와 인적 교류, 평화운동을 교회

와 목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고, 평화위원회의 활동을 신학적으로 조명하기로 하였

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북한 여행/방문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을 마음 속 가까

운 곳에 있고, 물질적으로는 정성껏 돕고 있으나 쉽게 여행을  할 수 없는 나라로 상상하였습

니다. 이를 아쉽게 생각하던 중에 평화위원회 산하에 통일위원회를 두고 북한과의 인적 교류 

사업으로 ‘평화의 만남’[Peace Tour]이라는 북한여행/방문 사업을 아래와 같이 기획했습니다.  

 

- 아       래 -  

   

기간: 2017년 10월7일(토) 부터 2017년10월 14일(토)   

경비: 1인당 $2,430.00 (중국 북경에서부터 평양까지의 왕복 항공료, 북한비자,  

호텔 숙박료, 하루 3식, 입장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집에서 

중국 까지 항공료는 이 경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청년, 평신도 및 목회자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 첨부한 여행 일정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남혜영 목사 dreampeacetogether@gmail.com  

주관: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평화위원회 산하 통일분과위원회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꿈꾸며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5일 

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드림 

회장 장위현 목사  

통일분과위원장 김찬국 목사 

319-930-9034 chan14001@hotmail.com 

 

추신: 또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 중입니다. 북한 사회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한 Study 

Tour입니다. 북한의 교회 역사나 교육이나 보육제도 등 주제를 정하여 나눠 진행할 예정

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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