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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선교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ˮ
샬롬! 주님의 이름

으로 문안 드립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한인총회는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

비하기 위해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 여러 소속 

교회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함께 만드는 미

래, 풍성합니다(Creating a Future of God’s 
Fullness, Together)”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이

는 금년 한인총회는 향후 10여 년간을 내다

보며 우리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함

께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귀한 자리

가 될 것입니다. 이 귀중하고 의미 있는 사역

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등록신청서를 본지와 함께 첨부합니다. 등

록서의 안내를 참조하시고 가급적 정규 마감 

시일 안에 등록을 부탁 드립니다. 총회와 관련

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추후 일정과 함께 재발

송 드릴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연합감리교 한인교회와 한인목

회자들이 모여 함께 만드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를 부탁 드립니다.

	날짜: 2015년 4월 13일-16일

	장소: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Omni Dalas Hotel, TX

	등록 및 문의: Rev. Dr. Sunny Ahn   

 pastorsunnyahn@gmail.com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www.KoreanUMC.org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역사의 선구자입니다. 미

주 내 한인 이민의 역사

와 한인교회의 역사가 

한인연합감리교회와 더

불어 시작된 것입니다. 

1903년 갤릭호를 타고 

온 미주 첫 한인 이민자 

102명 중 절반이 첫 번

째 감리교 선교사 아펜

젤러가 세운 인천내리

감리교회 교인들이었으

며 그 해 11월 미주에 세

워진 최초 한인 교회가 

하와이 호놀룰루의 그

리스도 연합감리교회입

니다. 이후 샌프란시스

코,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고등 주요 도시

마다 세워진 첫 한인교회들이 모두 연합감리

교회입니다.       

2003년은 미주 한인 이민 및 한인교회의 

100주년이었습니다. 더불어 한인연합감리교

회의 100주년이었습니다. 한인공동체는 가장 

뜻있게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부여해 교

단 선교국(GBGM: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과의 공조로 해외에 “100주년 기념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했고 몽골이 선택되었

습니다. 몽골선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몽골에는 연합감리교회의 선교가 없었

습니다. 한인공동체가 연합감리교회 몽골선

교의 문을 연 것입니다. 

한인공동체가 주도해서 시작된 연합감리

교회 몽골선교는 2002년 전문 호스피스 사역

자 헬렌 쉐퍼드(Helen Sheperd)가 첫 선교사

로 파송되어 시한부 병자들을 돌보는 사역으

로 시작되었습니다. 곧이어 선교국(GBGM)을 

통해 파송된 한인 선교사님들의 헌신적 사역

과 여러 한인교회들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2

개의 선교 센터와 7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를 통해 활발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2012년에는 교단 선교국(GBGM)이 한인교회

에 의해 시작되고 확장되는 몽골선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

이성현 목사
한인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장

정하고 몽골선교를 정식 선교구로 지정하게 

되었고 감독회의에서는 첫 몽골선교구 관리

감독을 파송하였습니다. 현재 쉐퍼드 선교사

와 더불어 김선례 선교사, 서동민 선교사, 그

리고 홍혜윤 선교사 등 네 분의 선교사가 파송

되었고 또 한 분의 한인 선교사의 몽골 파송이 

결정되어 조진희 선교사가 2015년 전반기에 

그 가족과 함께 몽골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몽골선교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

고 있습니다. 몽골족은 종족적으로 우리 한민

족과 많이 닮았습니다. 몽골반점을 공유할뿐

더러 외형적으로도 몽골인과 한국인이 잘 구

별이 되지 않는 면모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도 두 민족은 깊이 얽혀 있습니다. 몽골은 수

차례 고려를 침략해 우리 한민족에게 오랜 세

월 동안 갖가지 수난과 치욕의 역사를 가져오

며 많은 해와 한을 남긴 달갑지 않은 민족입니

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적대시할 수 있고 앙

갚음해야 할 우리 한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

기고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한 몽골은 불과 이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공

산국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는 저들이 진 빚을 이제 오히려 복음으로 되갚

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한때 우리 민족에게 

고난과 치욕과 억압의 흑암을 가져왔으나 우

리는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

음의 능력이요 역전의 역사인 것

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은 놀라운 구원의 능력입

니다. 몽골 민족을 가슴에 품고 저

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선교하는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케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입니다. 

한인교회에 의해 시작되고 주도

적으로 진척되어 온 몽골선교는 교

단적 차원에서 선교확장을 위한 신

선한 자극이 되고 있으며 한인 공

동체의 선교적 열정과 역량을 증

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서 몽골선교는 더 힘있게 진척되어

야 하겠습니다. 지난 십 여년간 몽골선교는 교

단 선교국 몽골과 동남아시아 선교담당 김종

성 목사님의 남다른 선교행전에 힘입어 단단

한 기초를 닦아왔습니다. 이제 그 후임 김명임 

목사님이 임명되었고 더불어 안명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몽골선교회가 조직되어 다음 단계의 

선교로 진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몽골선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골

로새서 1:6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

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

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

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이 

몽골선교를 시작하고 이어가는 우리 한인연

합감리교회 공동체를 두고 한 말씀으로 다가

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몽골선교는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몽골선교가 교단내

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교 중 하나로 세워지기

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선교

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몽골선교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몽골선교구 관할감독 박정찬 감독

몽골선교회 회장 안명훈 목사

선교국 아시아 담당 김명임 목사 드림

2015년 한인총회

초청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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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과 선교사역 담당자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어느 덧 2015

년 새해가 밝아 1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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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2015 KUMC Mission Conference on Site)

2013년도부터 시작된 

도미니카 선교대회가 

이제는 명실공히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선도

적 선교방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한인연합감리

교회 각 개체교회들이 

선교협의회와 함께 만

든 뜻 깊은 결과라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개체교회 목회

자들과 선교담당자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신 선교동역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선교협의회는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들의 누구나 선교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고, 부담 없이 현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한인 신학생 목사안수과정후보자를 위한 교육과 안내 프로그램

교단마다 각기 다른 방식의 목회자의 안수

과정을 가지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 

안수과정은 다른 교단들에 비해 비교적 긴 여

러 검증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다. 하지만 목회

자의 소명으로 연합감리교회에서 안수과정을 

밟고자 희망하는 한인 신학생들 중 이러한 과

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중요한 단

계를 제때에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다른 사

람들보다 더 긴 시간을 소요하거나, 안수과정

을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례들

도 있다. 또한 각 연회마다 안수과정들에 대한 

각기 다른 다이내믹 등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인목회강화협의회(사무총장 장학순 

목사)와 총회고등교육사역부(박희로 목사, 안

수국 교역자평생교육담당 디렉터)는 공동협력

으로 연합감리교회의 신학대학원 재학생으로

서 목사안수과정 중에 있는 이들을 초청해 정

보공유와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

다. 

2015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안수 과정에 대한 정확

한 정보의 공유와 안수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어려움에 관한 코칭과 멘토링 등이 있을 예정

선교 101정책을 뿌리내려 예수님의 지상명령

인 선교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선교

전략과 접근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

에 금번 2015년 도미니카 선교대회에도 개체

교회 선교 동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

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매년 늘어나고 있는 참가인원들과 

현지 사정을 고려해 부득불 참여인원을 제한

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등록비와 인원현황을 

선교협의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

교협의회의 원활한 선교 사역준비를 위해 귀 

교회에서 특별 후원금을 보내주신다면 2015년

도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다시 한 번 사랑하는 선교동역자 여러분들

께서 지금까지 본 선교대회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과 기도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다. 장학순 목사와 박희로 목사는 많은 한인 

목사안수과정 후보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

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래는 초대의 글이다.

초대의 글

주안에서 형제자매 된 신학대학원 재학 중

인 연합감리교회 목사안수과정 후보자에게 문

안합니다.  

총회고등교육사역부와 한인목회강화협의

회는 목회안수사역의 소명을 받고 그 거룩한 

응답의 여정에 지혜와 분별로 임하는 여러분을 

성원하며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유와 

멘토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프

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UMC목사안수과정후보자를 위한 

정보공유와 멘토링 세션

	장소: Four Points Chicago O’Hare Hotel, 

Chicago, IL

	날짜: 2015년 5월 18일~20일

	공동주최: 총회세계선교부 한인목회강화협

	기 간: 2015년 7월 27일(월) ~ 31일(금)

	장 소: Punta Cana, Dominican Republic

	숙 소: Hotel RIU Naiboa Punta Cana

	대 상: 목회자 및 평신도 150명(Youth 이상 

신청 가능)

	회 비: $400.00(숙식 및 교통비 포함)

	1차 마감: 2015년 3월 31일(화) 까지

대회 등록은 아래 주소로 회비와 함께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와 등록비를 보내실 곳

Global Mission Network

622 McIntyre Rd., Rockville, MD 20851

	등록 확인 및 문의

 김관석 목사

 919-638-5313, pastorkwankim@gmail.com

선교협의회 회장 이승우 목사

의회 / 총회고등교육사역부

	참가자격: 신학대학원 재학생으로 UMC 사

역안수후보자과정 중에 있으며, 총회고등교

육사역부의 후보자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감

리사로부터 멘토를 지정받아 공부 중인 이

와 이보다 상위과정 중에 있는 이, 즉 인가

받은 후보자/본처목사/준회원

	등록비: $100 

	등록 마감일: 2015년 3월 15일

	등록 신청방법: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

장 장학순 목사에게 이메일(pchang@umc

mission.org)로 참가 등록양식 요청 / 문의 

전화: 212-870-3864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숙식은 주최 측에

서 부담할 것이며, 또한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

을 성실히 임한 참가자 중 신청자에 한해 개인 

$300 한도 내에서 항공권 구입비용을 차후 ‘환

급’해 드립니다. 신학생의 안수과정을 지원/지

도하는 개체교회의 한인 목회자께서도 섬기시

는 교회나 주변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만한 신학생/사역후보자가 있으면 이 프

로그램을 소개해 주시고 적극 참여를 권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총회세계선교부 장학순 사무총장 

총회고등교육사역부 안수국

교역자평생교육담당 디렉터 박희로 목사

Candler School of Theology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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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학교 제2기를 마치며

목회자 학교 마지막 학기 마지막 날 저녁,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사님들의 안내로 레돈

도 비치(Redondo Beach)를 찾았습니다. 때마

침 붉은 태양이 태평양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

는 중이었죠. 모두들 피어(pier) 끝 난간에 몸

을 기대고 붉게 떨어지는 태양을 바라보았습

니다. 2년 동안의 네 번의 만남, 그 길었던 만

남의 대미를 장식하기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

다는 ‘말없는 동의’와 함께 말입니다.

우리는 2년 전 가을, 워싱턴 D.C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방에 다닥다닥 붙

어 앉아 5일 동안 우린 서로의 설교를 듣고, 

또 그 설교를 비평해주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이 성경과 이어지지 않으면 설

교가 아니다.” “본문 하나를 잡고 깊이 씨름할 

때에 샘물처럼 메시지가 터져 나온다.” 설교

의 방법뿐 아니라 설교자의 자세까지 알려주

신 멘토(mentor) 목사님들. 평소 멀리서 바라

보며 존경만 하고 있었던 분들을 그토록 가까

이서 뵙고 사귈 수 있는 것은 저희들에겐 참 큰 

특권이었습니다.

함께 보낸 첫 닷새 동안, 서로의 설교를 들

을 순 있었지만, 서로의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

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설교 비평 세션

(session)이 이어지는 통에 우리 자신들의 이

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시간은 턱없이 부족

했죠. 석 달 뒤, 애리조나(Arizona)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어색한 호기심’만 남긴 채 

각자의 목회지로 돌아갔습니다.

석 달 뒤, 2014년 1월 우리는 애리조나 피

닉스(Phoenix)에 다시 모였습니다. 닷새 동안, 

목회하면서 만나게 되는 제 문제들에 대해 배

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신 김영봉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 주어진 본

문을 묵상하고, 다시 묵상에서 설교 개요로 끌

어내는 법을 배운 것이 기억납니다. 또한 “큰 

풍랑이 일어날 때는 차라리 바다 가운데로 가

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해주신 김중언 목사

님의 충고도 기억합니다. 김지나 목사님, 류재

덕 목사님은 속회와 소그룹을 어떻게 지도하

고 운영할 것인가 강의해주셨고, 은퇴 후 멘토

로 합류하신 이훈경 목사님은 효과적인 심방

의 노하우(Know-how)를 전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에서 있었던 목회자 학교 강

의의 하이라이트(Highlight)를 꼽으라고 한다

면 기가 막힌 노래로 우리를 다 뒤집어 놓으신 

안명훈 목사님의 강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조금 가까워진 우리는 

휴식 시간을 이용해 세도나(Sedona)에 있는 

벨락(Bell Rock)과 십자가 성당(The Chapel 

of Holy Cross)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짧지 않

은 길,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며 서로에 대한 정

(情)도 소록소록 쌓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시 만났던 곳은 텍사스 

달라스(Dallas, Texas)였습니다. 9월의 달라

스, 그 좋은 날씨와 달라스중앙 교회 이성철 

목사님의 넉넉함이 우리를 반겨준 학기였습니

다. 달라스에서 있었던 닷새 동안은 목회자의 

영성 관리와 회중의 영성 지도에 대해 주로 배

웠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프로그

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영

혼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중

의 영성 지도는 목회자가 철저히 자

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일 없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확인

했습니다.

이러한 배움과 나눔의 결실이 바

로, 목회자 학교 십계명으로 알려진 

저희들의 언약(covenant)입니다. 달

라스에서 마지막 날, 서로가 더 책임 

있게 자신의 영성을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다

음과 같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1.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기

2.  하루 1시간 이상 말씀묵상(연구)

3.  하루 1사람 돌아보기

4.  하루 1시간 이상 의도적 미디어 금식

5.  매일 뉴스로 기도하기

6.  매주 1절 말씀암송

7.  매주 1일 가족과 온전한 안식

8.  매주 3.1운동 (3번, 1시간)

9.  매월 1권 이상 독서하기(페이스북)

10. 매일 취침 전 마음의 쓰레기통 비우기

 

달라스에서 닷새는 배움과 고민의 시간이

기도 했지만 나눔과 교제의 시간이기도 했습

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사주신 그 맛 나는 팥빙

수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성철 목사님의 배

려로 가게 된 찜질방에서 참 마음 편하게 대화

하고 쉴 수 있었습니다. 달라스중앙교회에서

는 커피 내기 농구도 했는데 정확히 누가 커피

를 샀는지 기억이 없는 것을 보니 그냥 또 한바

탕 뛰고 허허 웃으며 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달라스에서의 마지막 밤은 서로를 위해 뜨

겁게 기도했습니다. 쉽지 않은 목회 현실, 누구

도 알아줄 것 같지 않았던 마음을 내보이고 서

로 부둥켜안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

로, 동료로, 한길 가는 도반으로 더욱 끈끈해진 

채 다시 목회지로 돌아왔죠.

그리고는 마지막 학기 LA에서 모였습니다. 

네 번째 만나는 이번 학기는 강의와 나눔, 가

르침과 배움의 경계가 허물어진 느낌이었습니

다. 박혜란의 책, ‘목사의 딸’을 읽고 나누다가 

목회자의 자녀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떠올라 함께 울고, 갑작스럽게 하늘나

라로 떠나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동료 목사님 

간증에 또 울었습니다. 목회 햇수가 늘어가며 

초심을 잃어버린 내 자신이 안타까워 울고, 그

러다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만나 웃다가, 또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양희송의 책, ‘가나안 성도’를 읽고 토론하다 

답답한 우리 교회 현실에 개탄도 하고, 그 답

답한 현실에 내가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 신뢰

를 잃어버린 지금,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고민

하고 기도도 했고, 넓게 펼쳐진 이상만큼 따

라가주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함께 아파하기

도 했습니다.

마지막 학기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 목회자 학교가 끝난

다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만 있다면 수료를 미루고 한 번만 더, 꼭 한번

만 더 모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런 기대와는 달리, 마지

막 날이 기어이 오고야 

말았죠.

마지막 날 저녁, 레돈

도 비치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멘토 중 한 분이신 

김중언 목사님께서 모두

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

셨습니다. 모두 어린아이

처럼 한 손에는 아이스크

림을 들고는 좋아라 레돈

도 비치 밤길을 걸었습니

다. 제일 앞에는 얼마 전 결혼해 사모님과 함께 

와 있는 학생이, 그리고 제일 뒤에는 그동안 우

리를 가르쳐주셨던 멘토 목사님들이 걷고 계

셨습니다. 그렇게 길게 늘어서 우리는 바닷바

람을 맞으며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흔히 목회를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짧게 생

각하고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면 필경 넘어지

게 되는 것이 목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천천히 걸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죠. 지난 2년 동안 저에게 목회자 학교는 천

천히 걷는 법을 알려준 귀한 기회였습니다. 재

개척 교회 목회자로 빨리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감, 이제 시작한 한인 목회에 보란 

듯 일어서야 한다는 조급함. 목회자 학교는 이

런 부담감과 조급함으로는 그 어떤 영혼도 온

전히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준 고마운 선

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걷다 

보니 함께 걷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은 이 목

회자 학교가 제게 준 ‘보너스’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멘토로 섬겨

주신 목사님들―김영봉 목사님, 김중언 목사

님, 이훈경 목사님, 류재덕 목사님, 이성철 목

사님, 김지나 목사님, 안명훈 목사님, 이성호 

목사님―과 스테프(Staff)로 섬겨주신 김형렬 

목사님, 김주일 목사님, 그리고 조성연 권사님

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목회자 학교가 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교단 관계자분들, 

후원해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저희 모두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 더 열심히 목회함으

로 보여주신 사랑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기도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저

희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켜보며 응

원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회자 학교 2기 모든 학생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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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선교회 후원회 모임
몽골 선교는 한인 연합 감리교회의 자부심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 하라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

으로 문안드립니다. 

몽골 선교는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시작

한 것입니다. 지금은 한인 감독님이신 박정찬 감독님께서 몽골 지역 주

재 감독님으로 계십니다.

몽골 선교는 하나님께서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들의 자부심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몽골 선교를 꾸

준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① 함께 몽골선교에 대한 통괄적인 비젼을 나누고

② 한인 연합감리교회들의 몽골 선교의 Resource들을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몽골 선교를 위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시: 2015년 2월 24(화)~25(수)

 장소: 아콜라 연합감리교회

   52 S. Paramus Rd, Paramusm, NJ 07652, (201) 843-7970

 오시는 경비만 개인이 부담해 주시면, 숙식은 제공하겠습니다.

 참석 여부를 조진희 전도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73) 618-6569, Email: jamescho121@gmail.com

한인총회 총회장 이성현 목사

몽골선교 후원회장 안명훈 목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

복음 16:18)

“바로 세우는 교회, 바로 서는 세상!” 바른 교

회를 세워야, 세상이 바로 설 것이란 꿈은 하나님

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낸 현장, 그곳이 광산촌이든 감옥이든, 성공회 교

회가 금 그어준 선에 멈춤 없이 넘나들었던 요한 

웨슬리,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교회뿐만 아

니라, 세상의 구석 구석, 바로 잡아야 할 것은 겉

치레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정작 ‘우리 영혼의 구

석 구석’입니다.

Re+Member! 2015년 전국지도자 대회 주제

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다시 살려내는 (re+vive) 

2015 전국지도자대회에 초대합니다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에 참

여해주신 여선교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모

금된 기금으로 2013년 9월 26-29일까지 실

시된 전국 지도자훈련의 참가자들과 Young 

Women의 장학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금운동은 계속 됩니다. $1,000 모금운동에 

참가해 주신 여선교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1993년부터 2

년마다 전국 지도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전국 한인여선교회는 전국 지도

자훈련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

여 국내에서 지도자훈련, 국외에서는 아시아 전

도부인 사역을 실시하여 또 다른 선교의 열매

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

을 위해서는 전국 지도자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1,000 헌금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

자로 훈련 받은 한인여선교회 1세와 2세 여성

들은 인생의 어두움 속에 사는 여성들과 아동들

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통해 희망을 주는 제 2

의 볼드윈이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선교의 열

정을 가진 우리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헌

금하여 전국 지도자훈련을 통해 선교의 새 역사

를 써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매달 $45 또는 1년에 $500을 2년 동안 전국연

합회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전국연합회는 501C의 비영리기관으로 가입되

어 있어서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heck 발행: NNKUMW

• 주소: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문의: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

 914-473-7401 

예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 

몸이 되자는 회개 (re+pent), “대회” 참석으로 목

회 현장에서 한 발 물러섬이 아니라, 한발 물러섬을 

통해, 오히려 한 발 다가서는 (re+approach) 꿈을 

꿉니다. 목회 동역의 지체인 평신도 분들과 흉금없

이 뭉치는 재헌신 (re+commit). 목회자들 사이도 

‘교회 크기’라는 세상 기준에 의한 내부분열이 아니

라, 서로 한 몸 됨을 다시 세우는 동역. 이런 비전과 

꿈으로 준비하는 2015년 제15차 전국지도자대회

에 목회자와 평신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Re+Member!

  바로 세우는 교회, 바로 서는 세상!

	일시: 2015년 5월 22일(금), 2:00PM ~

  25일(월), 12:30PM

	장소: 밸리연합감리교회

  (LA 북부, California)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등록금: $200 (2인 1실 호텔 이용자)

  $400 (독방/가족), $50 (통근자)

	등록마감: 2015년 4월 1일

	등록처: 밸리연합감리교회

  ☎ (818) 366-0089 

	주최: 파트너교회연합회/총회제자훈련부

	주관: 밸리연합감리교회

내년도 사역 스케줄에 잡아 놓으심 (Mark 

your calendar!), 하나님이 주신 꿈에 불지피는 

시작입니다. “Re+Member! 바로 세우는 교회, 바

로 서는 세상!” 제15차 전국지도자 대회. LA Hol-

lywood 북부 지역에 위치한 밸리연합감리교회에 

오셔서 나누고, 배우고, 은혜받고, 결단하는 시간

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류재덕 목사

2015 전국지도자대회 대회장,

밸리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신영각 목사

연합감리교회 파트너교회연합회 회장

김광기 목사

총회제자훈련부

4 February 2015



사역소개

‘한국 입양아 가족초청 설 잔치’

와싱톤한인교회(김영봉 목사)는 매년 ‘입양

아 가족초청 설날 잔치’를 열어 한국에서 자녀

들을 입양한 가정들을 초청해 한국문화와 맛

을 느낄 수 있는 의미 깊은 사역을 하고 있습

니다. 지난 2월에도 ‘입양아 가족 초청 설날 잔

치’를 열어 80가정, 총 250명의 입양아 가족을 

초청하였습니다. 지난 해가 17번째로 열렸던 

초청 잔치로서 봉사자 100여 명이 수고해주셨

습니다. 

추운 날씨와 비나 눈 등 예측할 수 없는 겨

울 날씨로 인해 걱정도 되었지만, 부모님을 따

라오는 건강하고 예쁘게 자란 아이들을 볼 기

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많은 입양아 가족

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차례차례 교회로 들어

오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 

해는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한국무용단과 아이

들의 태권도 시범이 있었고, 요리책을 쓰신 요

리사 한 분을 모시고 떡국을 포함한 맛있는 한

국 음식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즐거워

하는 아이들과 부모님을 보며, 저희는 내년부

터 입양아와 대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연결해

주는 일과 요리강습, 한국어반등을 새롭게 해

야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양아 가족초청 설 잔치’는 매해 음

력 설날을 맞아 와싱톤한인교회 국내 지역 선

교팀(팀장: 정순선 집사)과 한인입양가족단

체인 ‘Korean Focus’가 공동 주관으로 워싱

턴 지역의 한인 입양아 가족을 초청하여 고국

의 문화와 정서를 알려주는 행사입니다. 한인 

입양아 가족초청 설날 잔치는 한국에서 태어

나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조

국의 문화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

련하자는 취지를 갖고 시작되었습니다. 1995

년부터 한인 YMCA 주관으로 시작하여, 2008

년부터는 와싱톤한인교회와 

KOREA FOCUS의 공동 주관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워싱턴 

지역 거주 한인 교포들의 지

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며 이제는 교포

사회뿐만 아니라 워싱턴 지역

사회의 주요한 모임으로 자리

를 잡았습니다. 멀리 펜실베

니아, 볼티모어 그리고 버지

니아 리치몬드 등 멀리 있는 

지역의 가족들도 오시는 것을 

보면 많은 입양아가 미국 전

역에 흩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우께서 자원하여 봉사해 주시고, 

VOPC(영어부)와 청소년부의 봉사자들이 나

와서 즐겁게 행사를 진행하고, 많은 입양아 가

족이 참석하여 자녀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

을 가지는 이 행사의 평균 참석 인원은 입양

아 가족 250명과 봉사자 100명으로 350여 명

입니다.

1995년에 Korean YMCA 총무이셨던 정준

영 박사께서 한인 입양아와 그 가족들에게 한

국 문화와 한인 사회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

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입양

아 설날 잔치를 시작하셨는데, 

1998년에 정준영 총무의 질병

으로 Ms. Choi Jin H.(최진희) 

씨가 이어받아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입양아 설날 

잔치는 KYMCA의 중요한 사역

으로 계속되었으나 정해진 한 

장소에서 계속 열리지 못하고 

여러 교회와 한인회관 등에서 

돌아가며 행사를 하는 어려움

을 겪었습니다.

2004년에 정준영 

총무를 돕던 지인들

과 제자들이 많이 있

던 와싱톤한인교회에

서 입양아 프로그램

을 Korean-American 

Youth Association 

(KAYA)와 입양아 

가족 단체인 Korea 

Focus와 행사를 한 후부터 지금까지 와싱톤한

인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들은 한국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

가 돌볼 수 없어 입양 단체에 맡긴 아이들로서, 

혈연과 가족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성장했다면 자신의 삶을 꽃피울 기회가 아주 

적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곳으로 와서 입양

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된 아이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가능성뿐만 아니

라, 한국과 연결이 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

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러한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문

화나 한인 사회와 전혀 가깝지 않게 자라난다

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성장할 수 있기에, 입양아 설날 잔치는 그들

과 그들 부모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를 아이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열

심을 품고 있는 입양아 부모들에게 이 설날 잔

치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의 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이 입양아 부모들의 많은 관심이 오

히려 한인 부모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가

치를 더욱 중요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

습니다. 입양아 부모 중에 설날 잔치에 참여하

고 나서 온 가족이 와싱톤한인교회의 영어 회

중 (EM)에 등록하는 경우도 생겨, 전도의 측

면에서도 이 사역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Korean Adoption Community Lunar New Year Celebration

와싱톤한인교회(김영봉 목사) McLean, VA

피부색이나 문화, 언어 등이 다른 한인 자

녀를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큰 사랑과 정성으

로 키우는 입양아 가족을 보며 저희는 큰 은

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행여나 아이의 뿌리인 

한국 문화를 잊어버릴세라 태권도, 장구, 판소

리, 한국말 등을 가르치려 여기저기 정성을 다

해 다니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고, 그들 안에

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

습니다.  

여기 한인 어린이를 입양한 부모님에게서 

온 사랑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립니다.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stag-

ing such a wonderful event. My 6 year old 

son, whom we adopted as an infant, has 

been having a really hard time lately. He's 

mourning the loss of his birth parents and 

culture and longs to feel connected to that 

past. He has been looking forward to Kore-

an New Year for months. He enjoyed all the 

activities, but I think what he liked best was 

seeing so many Korean adults. He made it a 

point today to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every Korean man he spotted! He was just 

glowing by the time we left.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chance to connect with Korean 

culture in such a positive way. It was a real 

gift for my son.” ― Jenifer Zeglin

글쓴이: 정순선 집사

2015년 한국 입양아 가족초청 설 잔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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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소개

www.KoreanUMC.org를 방문하시면 소식과 알림, 자료와 정보, 사역과 신앙생활, 기관행사 및 이벤트 안내 등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사 말씀

미주 한인교회 여성연합회 회원 여러분께 하나님 아

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미주 한인교회 여성연합회가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믿음의 선배님

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동역

자들의 수고로 인하여 이곳 미주 땅에 장년의 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찌기 한 여인을 부르셔서 어

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세계기도일 모임으로 발전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가정과 교회, 지

역사회와 미국, 한국,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위한 기도의 

어머니와 아내로 세우셨음에 감사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와 하

란을 떠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거하

게 하셨듯이, 그분은 또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고국을 

떠나 이 땅에 들어와 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 창세기 12:2"

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

브라함에게 약속하신 "Great Nation, Great Blessing, 

Great Name"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

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부

르며 약속을 향해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순종의 발걸음에 때론 우리의 연약함이 들어 나

지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한 성령안에서 행하게 하

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더 기도의 무릎을 낮추

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 땅

과 우리의 후손에게 밀알되어 심어지고, 꽃피고 열매 맺

기를 소망하며 2015년 세계기도모임 예배에 여러분 모

두를 초청합니다.

 ― 미주 한인교회 여성 연합회 총회장 강성숙 사모

2015년 세계기도일(World Day of Prayer) 안내

올해로 128주년을 맞이하는 세계기도일 예배에 연합

하여 예배 드리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세계기도일은 매년 3월 첫 금요일 한날에 같은 기도문

을 가지고 초교파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화, 특별히 기도문 작성국의 복음화를 위해 예배 드

립니다. 예배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기도문 작성국과 세계

의 불우 이웃과 결식 아동, 노약자와 장애자, 선교사들에게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눕니다. 이 기도회는 1887

년 미국에서 일곱 자녀의 어머니인Mary James (wife of 

Darwin h James) 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으

로 이민 온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을 보고 그들을 돕고자 마련한 여성 선교모임에서 기도일

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지금은 180여개국이 동참하

는 세계기도일 모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국제위원회에서 매년 그 해의 기도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 교회 여성들이 기도문을 작성하여 세계기도일 예배를 

통하여 그 나라를 하나님

께 올려 드리며 한 해 동

안 그 나라를 품고 전 세

계 기독여성들이 기도합

니다. 한국교회 여성들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기

도문을 작성하여 전 세계교회로부터 기도와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주 한인기독여성들도1984년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를 조직하여 뉴욕에 본부를 두고 기도문을 우리 

말로 번역하여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 이제는 교파를 초월

한 70여개 지역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015년에는 아름다운 땅 바하마 The Bahamas

의 기독여성들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

냐? Jesus Said to them: Do You Know What I Have 

Done to you? - 요한복음 13:12”는 주제로 기도문을 작성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문으로 전 세계 여성들과 함

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올려드리기를 간

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983년 3월 27일에 창립된 이

래, 지난 32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

히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Washington 

D.C.에서 남동쪽으로 약 180마일 떨어져 있는 

Suffolk이라는 중소도시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여름철 휴양지인 Virginia Beach와 세

계 최대의 해군기지가 있는 Norfolk 항구, 아

울러 영국 이민자들의 미국 내 최초 정착지인 

James Town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인종(multi-ethnic), 다세대

(multi-generational)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현재 교인들은 45%가 한인 이민 1세대, 25%

가 이중문화가정, 25%가 성인 영어회중, 그리

고 나머지 20%는 Kore-

an-American 2, 3세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인 영어

회중들의 국적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African-American, Cau-

casian, Chinese, Philip-

pine, Indian, Korean-

ʽ다민족 찬양제ʼ와 ʽ애송시 낭송회ʼ를 소개합니다.

American). 그야말로 믿음의 한 지붕 아래에서 

다민족, 다세대가 한데 어울려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교

회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역(행사)들 가운데 두 가

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다민족 찬양제입니다. 찬양제는 주

로 11월 첫째 주일(오후 5시)에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이웃 교회의 찬양대나 찬양팀, 그리고 

독창이나 중창, 혹은 악기 연주자를 초청하여 

진행됩니다. 가급적 타인종 교회, 예를 들면 

아프리카-아메리칸 교회, 히스패닉 교회, 중국

인 교회, 베트남 교회가 참가하도록 권유하는

데, 해마다 보통 여덟 교회 이상이 참가하고 있

습니다. 물론 교파를 초월하여 초청을 합니다. 

찬양제에 참가할 교회 섭외는 늦어도 9월 중순

까지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참가 교회마다 두 

곡을 선정하여 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양

대가 참석할 경우에는 복장에 구애받지 않도

록 합니다만, 자기 나라 고유 의상을 입고 참

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여성 찬

양대원들의 경우 한복을 입습니다). 특별히 찬

양제가 끝난 후, 각 교회마다 음식을 준비하여

(potluck) 오게 합니다. 찬양제가 끝난 후,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때에 모든 참가자들이 다양

한 종류의 음식을 접

할 수 있게 됩니다. 

찬양제는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됩니다. 

순서가 진행될수록 

뜨거운 찬양의 열기

로 인해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다민족 

찬양제는 모든 인종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게 해 줍

니다. 서로 언어와 문화와 얼굴색은 달라도 하

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무엇보

다 다인종, 다문화를 하나로 묶는 찬양의 능력

을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이웃 교회와의 교제

를 통하여 연대감을 공고히 하는 것도 큰 소득

이라 여겨집니다.     

또 하나는, 애송시 낭송회입니다. 이 행사는 

우리 교회 나눔문화센터가 주관하고 있는데, 

11월말이나 12월초에 개최합니다. 주로 본 교

회 교우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만, 참가 대상

은 제한이 없습니다. 타 교회 교우들뿐만 아니

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참가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이름 그대로, 평소

에 애송하는 시를 낭독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들의 시 뿐만 아니라 사람들 귀에 익숙하

지 않는 시들이 낭송되기도 합니다. 물론 자작

시를 낭송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 진행은 시 낭

송 중간 중간, 건전 가요를 부르거나 독창, 중

창, 혹은 악기 연주를 집어 넣음으로써 청중들

로 하여금 지루한 느낌을 갖지 않게 하고 있습

니다. 우리 교회 한인 교우들 연령층이 대부분 

50, 60대(7080세대)이기 때문에 과거 1970, 80

년대에 유행했던 건전 가요들을 부르게 되면, 

저마다 알게 모르게 향수에 빠져듭니다. 무엇

보다 아름다운 싯구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되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필자가 중.고등

부 학생이었을 때(70년대) 대부분의 교회에서

는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

사의 성공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던 일들이 생

각이 납니다. 애송시 낭송회는 마치 문학의 밤 

행사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낭송회

가 열리는 친교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특별히 

낭송자들이 서게 될 무대를 멋지게 꾸밉니다. 

무엇보다 음향시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낭송

할 시를 스크린에 올리고, 시가 낭송되는 동안 

조명을 비춥니다. 건전 가요를 인도하기 위해 

통기타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식탁마다 다과

가 준비됩니다. 시와 노래, 따뜻한 차가 있습니

다. 또한 웃음과 감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바쁘고 지친 이민생활로 혹시 메

말라졌을지도 모를 정서에 신선한 활력이 더해

집니다. 아울러 이 행사는 교회의 문을 열어 놓

고 모든 이민자들을 초청함으로써 교민 사회와 

접촉점을 찾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

떤 해에는 낭송된 모든 시들을 한 데 모아 시집

을 만들어 배부함으로써 행사에 대한 추억을 남

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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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소개

긍휼 사역

Saturday Morning - 교도소 사역팀

토요일 이른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

린 밸리연합감리교회 안마당으로 익숙한 얼굴

들이 하나둘 모인다. 새벽 찬 공기가 제법 쌀

쌀한데도 마주 대하는 얼굴들은 기쁘고 설레

여보인다. 

마치 근사한 곳으로 

소풍이라도 가는 어린아

이들처럼 들떠있다. 어

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

른 새벽을 깨워서 설레

임으로 찾아가는 그곳

은 입구는 있으나 출구

는 없는 곳이다. 몇 번에 

신원조회를 거쳐야 방문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정해진 심플한 옷을 입

어야 하며 입구에서부터 

몇 차례에 몸수색을 받

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재소자들이다. 

개체 교회의 특별한 사역을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전체와 나누는 코너입니다.

홀리블랙퍼스트와 푸드뱅크 

그 동네에 들어서면 걸인들의 역한 냄새가 

진동한다. 동네 후미진 곳에서 누군가가 총

에 맞아 죽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

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동네 한가운

데 있는 세풀베다 교

회는 아예 문을 닫아

버렸다. 

긍휼 사역팀이 사

역을 시작할 땐 샌드

위치를 준비해서 거

리의 홈리스들에게 

찾아다니며 나눠주

었다. 

그러다가 육신의 

배고픔만이 아니라 

영혼이 목마름까지 

채워줄 예배를 홈리

스들과 함께 드렸으

면 하는 것이 긍휼 사역팀의 간절한 바램이 

되었다. 

간절한 바램은 기도가 되어서 굳게 닫혀있

던 세풀베다 교회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

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그곳에서 예

배가 드려지고 홈리스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 

지역의 악한 기운에 눌

려 죽어있던 교회가 다시 

생기를 찾았고 육신은 살

았으나 영혼이 죽은 것 같

았던 홈리스들도 예배를 

통해 소망을 얻게 되었다. 

지난 7년간 이 사역의 

팀장을 맡아온 홍근호 권

사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자신도 게스비를 걱

정할 정도로 힘든 형편이

었다. 그랬기 때문에 굶주림과 집 없음에서 

오는 홈리스들의 고통을 더 이해할 수 있었

다고 한다. 

첫 예배는 20여 명의 홈리스들로 시작해

서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의 만찬이 준

사방에 붙은 감시카메라의 렌즈보다 더 차

가운 경비원들의 눈빛, 하늘을 덮을 듯한 위압

적인 높은 담벼락과 숨이 막힐 듯한 철창 안에

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가는 재소자

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Saturday morning 

team사역이다. 

이 사역은 팀리더인 조명희 집사로부터 시

작되었다. 수감된 아들을 두고 한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친구의 부탁으로 교도소를 방

문하면서 대부분의 장기수들이 가족조차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

서 교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팀원들을 모았다. 

칼리파트라교도소로 시작해서 점점 사역

을 넓혀갔다. 여러 지역의 재소자들의 명단

을 구해서 한국이름을 가진 재소자들에게 먼

저 편지를 보냈다. 방문을 원하고 복음을 듣

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일대일 성경공

부를 하고 일 년에 3~4차례 정도 방문해서 그

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먹을 것과 생필품을 

공급해주고 있다. 

바위같이 단단한 교도

소의 벽을 뚫고 칠흑 같

은 어둠을 쪼개시는 하나

님의 사랑이 재소자들에

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삼삼오오 모여 

시작한 사역이 4년이 넘

었고 열 명 넘는 팀원들

이 있으며 또 매주 금요

일마다 교도소사역을 위

한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 

평균 20-30년형을 받

거나 종신형까지 받고 살아가는 재소자들을 

만나는 교도소 사역은 가슴 시린 사역이다. 오

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질 때 가장 힘든 순간이

다. 찾아와준 발걸음에 감사하다 말을 몇 번

이나 하면서도 다음에 꼭 와달라는 말은 차마 

못 하고 다만 간절한 눈빛만으로 호소하며 철

창으로 힘없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

장 가슴 아프다. 

내 아이 같고 내 가족 같은 그들을 그곳에

서 두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상을 대할 때

마다 절로 맘이 숙연해진다. 

그들에게도 참 자유의 그 날이 와서 따듯

한 밥 한 그릇을 편히 먹을 수 있는 그 날이 속

히 오기를 바라는 것이 Saturday morning팀

의 간절한 기도제목이다. 

밸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 CA

비될 때는 300여 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7년을 한결같이 홀리 블랙퍼스트사역의 주

방을 맡은 매직 쉐프 홍귀자 권사를 중심으

로 수많은 선한 손길들이 함께 일하고 헌금

해주고 크리스마스때는 홈리스가족들을 위한 

선물까지, 온 교회가 

하나되어 힘쓰는 최

고의 긍휼 사역이 자

리매김 되었다. 

홀리블랙퍼스트

와 함께 매달 첫주

의 푸드뱅크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사용

기간이 하루 이틀 남

은 식재료들를 밸리 

푸드뱅크에서 받아

서 교회마당에 펼쳐

놓으면 가난한 이웃

들이 와서 필요한 만

큼 가져간다. 

알메니안인들을 비롯하여 시리아 내전을 

피해온 중동인들, 실직자들과 싱글맘들이 주 

고객들이다. 

푸드뱅크와 홀리 블랙퍼스트 사역을 통하

여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

님의 긍휼 하심이 밸리지역을 풍성하게 덮

고 있다. 

글쓴이: 황은성 목사(부 교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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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 리소스

몽골 기독여성훈련 & 주일학교 교사교육

4월 9~11일

울람바토우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4월 13~16일

달라스, TX

중앙아시아 기독여성훈련

4월(미정)

우소도베, 카자흐스탄

전국지도자대회

5월 22~25일 

벨리연합감리교회, CA

중국 기독여성훈련

7월 2~4일

장춘, 중국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7월 6~23일

서울 & 서산 & 인제

St. Paul 한국어 강좌

8월 3~7일

Kansas City, MO

Youth Initiative, Children's Ministry, Nexus

Conference

8월 5~8일

San Diego, CA

한인여선교회 전국 지도자훈련

9월 24일(목) ~ 27일(주일)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이중문화가정 제5회 평신도 영성훈련

10월 13~17일

한국 동탄 시온감리교회

러시아 기독여성훈련

10월 29~31일

St. Petersburg

청년학생선교대회 KUMC 2030 청년 Conference

11월 25~28일

Chicago, IL

중간세대목회협의회 연차대회

2015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

담임목사 이광훈
•	주일예배:	오전	10시	45분

•	주일	영어예배:	오전	9시	45분

•	금요	말씀나눔	성경공부:	오후	6시	45분

•	새벽예배(화~토):	오전	6시

5701	Lee	Farm	Lane.	Suffolk,	VA	23435	United	States	
757.484.5988(Church) •	703.732.7795(Cell) •	vakoreanumc@gmail.com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류재덕

•	주일예배	1부:	오전7시30분	•	2부:	오전11시

•	영어예배:	오전11시&오후1시30분	•	청년예배:	오후1시30분

•	수요예배:	오후7시30분	•	금요	찬양예배:	오후	7시	45분

•	새벽예배(월-금):	새벽	5시	30분/(토):	새벽	6시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전화:	818.366.0089 •	Fax:	818.363.1619	•	www.vkumc.org

밸리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한명선
•	주일예배:	오후	12시

•	수요	성경공부:	수요일	오후	7시45분

•	새벽	기도회(화-토):	오전	5시30분

109	Hardenburgh	Ave.,	Demarest,	NJ	07627
전화:	201.767.6822 •	www.yobelchurch.com

요벨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영봉
•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45분
•	2부:오전	9시45분	•	3부:	오전	11시45분
•	4부:	오후	2시
•	영어예배:	오후	2시30분
•	토요예배:	오후	7시

1219	Swinks	Mill	Rd.	McLean,	VA	22012	
전화:	703.448.1131 •	www.kumcgw.org

와싱톤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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