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년 평화위원회 평화학교 및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 년도 평화위원회 정기총회가 11 월 7 일부터 9 일까지 사흘간 위스컨신에 

위치한  Wesley Woods Retreat Center 에서 열립니다. 금번 정기총회에서는 

“평화와 정의사역: 한반도에서 목회지까지”라는 주제의 평화학교와 함께 

평화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사업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와 북방선교,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여, 어떻게 평화위원회가 자리매김 할 수 있는가를 토론하는 

자리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남북의 분단상황과 이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갈등과 대치로 

인해 평화와 화해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땅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수고해야할 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기총회는 이를 위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의 고민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분의 참여와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바쁜 목회 

일정에도 평화위원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하시어, 우리 조국과 교회,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소 이동과 공항 픽업을 위해 항공편은 가급적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11 월 

7 일 오전 10 시에서 12 시 사이에 도착하셔서, 11 월 9 일 오후 4 시 이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yokin@gmail 로 참석여부와 

함께 항공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권혁인 목사 (510) 529-

9109 혹은 우경아 목사 (630) 310-1277 로 하시면 됩니다.  

 

평화위원회  위원장 장위현 목사 드림 

 

 

 등록비는 $100 입니다. 

 항공보조와 장학금 신청은 참석여부와 함께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평화위원회 
The Peace Committee of the National Korean American United Methodist Church 

 

 

 

 

 

 

 

 

 

 

 

 

고문: 정희수 감독 
Bishop Hee Soo Jung 
Advisor 

hsjung@wisconsinumc.org 
 

고문: 김정호 목사 
Rev. Chongho Kim 
Advisor 

cjameskim@hotmail.com 

 

고문: 이창순 목사  

Rev. Changsoon Lee  

Advisor 

cslee1009@hotmail.com 

회장: 장위현 목사 

Rev. We Hyun Chang 
President 
56 Payson Terrace 
Belmont, MA 02478 

pastor@umcbelmont.org 
 

부회장: 우경아 목사 
Rev. Kyeong-Ah Woo 
Vice President 
201 S 4th St 
Kirkland, IL 60146 

kyungahwoo@hotmail.com 
 

총무: 권혁인 목사 
Rev. Hyok In Kwon 
Executive Director  
303 Hudson St. 
Oakland, CA 94618 
hyokin@gmail.com 

 

회계: 한동수 목사 
Rev. Tong Soo Han 
Treasurer 
4550 N. Carefree Cir 
Colorado Springs, CO 80917  

tongsoohan@comcast.net 
 

서기: 신규석 목사 
Rev. Kyu-Suk Shin 
Recording Secretary  
hopeace21@gmail.com 

 

평화위원장: 조건삼 목사 
Rev. Kun Sam Cho 
kunsamcho92@gmail.com 

 

오병이어 총무: 조항백 목사 
Rev. Hang Back Cho 
hang100cho@gmail.com 

 

통일위원장: 김찬국 목사 
Rev. Chan Kim 
chan1400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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