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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소개 - Hardrock Ross

   -파송 교단

      Bible Baptist Aid Ministries (BBAM)

   -졸업 대학교

      Pacific Coast Baptist Bible College 

   -경력

      미국Texas (1년)

      대한민국 (~25년)

      Northeast Asia (2007부터)

선교 국가와 지역에 대한 소개 

The Infirmary (진료소) Project supplies and dis-

penses medicine throughout the Rajin Special 

Economic Zone (라진선봉 경제특구) of the D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동체에 대한 소개

The Infirmary (진료소) Project is run in cooper-

ation with the state-owned Rason Pharmaceutical Factory (라선제약공장) and distributes medicines in the rural areas 

surrounding the Rajin-Sonbong Free Economic Zone. Infirmaries are established and run through local schools, and 

treatment and medicine distribution records are kept by trained health care providers at each school site. In 2014, forty 

(40) infirmaries were operational, and we estimate that each infirmary serves the needs of approximately 500 families per 

year.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역내용 소개



선교사 소개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담임 이철구 목사) 파송 평신

도 선교사

아이티의 현재 현황

  아이티는 한국의 1/3의 면적에 1/5의 인구가 1/14의 소득

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가난은 

1957년부터 30년 간 진행된 독재정권의 결과이기도 합니

다.(물론 가난의 이유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아이티 사람들

의 가난은 상상을 초월하며, 빈부의 격차는 세계 다른 곳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구의 1%가 나라 전체

의 부 중에 45%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발표될 정도

입니다.

  그 중 최악의 빈곤지역으로 알려진 씨티 쏠레이(Cite 

Soleil)는 포르토프랭스와 인접한 작은 도시로 무려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아이티의 총 인구가 870만명 가량이라고 

하니 60만 명의 인구 밀집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

니다) 6.4 제콥킬로미터에 모여 살고 있는데, 화장실조차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까닭에 씨티솔레이는 단

순한 빈곤 지역이 아닌 일종의 슬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지 선교센타 소개

  2010년 아이티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연합감리교회 한

인총회에서 특별구제헌금($45,000)을 모금하여 당시 한인

총회장이었던 김정호 목사님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씨티 쏠

레이를 직접 방문하여 그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김승돈 선

교사님께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한인총회는 김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원함으로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에 참여하게 된 것

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Love & Hope' 로 명명한 선교센터가 그 

폐허의 중심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

습니다. 김승돈 선교사님은 이 선교센터의 건립을 위해 지난 

5년 여간 그 곳에 머물며 공사를 지휘해 온 것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사역도 병행하면서 불철주야 선교사역에 올인 해 왔습

니다.

  예를 들면 십여 개의 고아원지원 사역, 초중고등 학교사

역,지역교회 건축사역, 웨딩사역, 직업교육사역 등이 있습

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는 지역 교회의 목회자 수급을 

위해 신학교까지 개설하여 현제 50여명의 신학생들이 신학

수업에 열중하고 있습니

다. 그의 사역을 보면, 

마치 아이티에서도 최 극

빈층들이 모여 산다는 씨

티 쏠레이 쓰레기 하치장 

중심에 만개한 백합화를 

보는 듯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 우

리 연합감리교회 한인 총

회가 참여한 것은 우리 모

두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

니다. 우리 한인총회의 긴급지원이 오늘의 선교 열매를 거두

게 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승돈 선교사님은 아이티 'Love & Hope'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한편으론 기존에 진행해 오던 사역은 보다 강화하

여 정착시키고, 다른 한편으론 직업훈련 사역과 우물사역과 

지역정화사역 등 또 다른 사역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씨를 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

다. 이 모든 사역은 긴급하고도 중요한 사역이어서 속히 이루

어져야 할 것이지만, 한 개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벗어난 큰 사역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아이티 선교가 

미 전역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선교

가 되기를 바라며 뜻있는 교회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아이티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

■헌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헌금으

로 참여할 경우 <아이티 신학교 후원회> <아이티 초중고 학

교 후원회> <아이티 고아원 후원회> 등에 가입하여 매월 일

정액의 헌금을 보내면 됩니다.

■각종 은사를 도네이션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기선교팀들은 노방전도를 통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헌금참여

- <아이티 신학교 후원회>는 교수월급 및 운영비로 매월 

2천불을 모금하여 지원합니다. 현재 델러웨어  KUMC(담

임 송종남 목사)와 남부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담임 이철

구 목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보다 많은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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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티 고아원 후원회>는 10개 고아원 원생들의 식비와 

운영비로 매달 4천불을 모금하여 지원합니다. 현재 LA 소

재, 악세사리 전문업체인 '소호' 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아이티 초중고등 학교 후원회>는 9백 명 학생들의 교사

월급 및 운영비로 매월 3천불이 필요합니다. 교육사역은 아

이티 선교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

나입니다.

이 사역에 정기적으로 지원할 개인이나 교회를 절실히 기다

립니다.

- 선교센터가 위치한 씨티 쏠레이 지역에는 식수가 절대적

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물을 제

공한다면 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습

니다.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을 하나 파는 데, 지역에 따

라 1만~3만 불 정도가 듭니다. 현재 이 사역에 아틀란타한

인교회(담임 김세환 목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

다 하나의 우물을 파는 것을 목표로 할 때, 더 많은 교회의 참여

가 절실합니다.

2) 은사도네이션

- 아이티 선교센터 내에 상설 진료실을 오픈해서 1년 내내 무

료진료 및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선교에 

뜻이 있는 의사들을 조직화해서 매월 3-4명의 의사가 참여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교 회 를 네

트워킹해서 월별로 나누어서 매월 진

료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 아이티 선교센터 내에 상설 

직업 교육실을 개설하여 지

역 청장년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을 조직화해서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 아이티 선교센터 내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가정을 위

해 정기적으로 웨딩사역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한 사역에 열

정이 있는 성도들을 조직화해서 정기적으로 무료결혼예식

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 아이티 선교센터 관리 및 지역 주택 및 교회 건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빈민 지역 우물설치 사역, 정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

다.

3) 노방전도사역

- 각 교회에서 파송하는 단기선교단들은 텐트촌/빈민촌 등

을 방문하며 직접 전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가가호호 방문하여 병약한 자들이나 기도가 필요한 이들

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역입니다.

왜 아이티인가?

  아이티는 미주의 교회들이 단기선교지로 삼기에 가장 적합

한 곳입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중남미에 위치해 있어서 비행

편으로 2-3시간이며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이웃이며, 미 동

부와는 



같은 시간대로 시차의 문제도 없어서 단기 선교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세계 최 빈민국에 속하는 나라

로 어떤 나라보다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지

역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선교지로 공감할 수 있습

니다. 이곳에 우리 한인총회의 지원을 힘입어 

<Love & Hope> 선교센터가 건립되고 그 곳에 상

주하는 김승돈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역

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씨티 쏠레이를 한 번이라

도 방문한 사람이라면 그 곳에서 상주하며 선교하

는 것이 얼마나 힘에 겨운 일인지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곳은 주께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 곳입니다.

  2014년 말, 선교센턴 건축공사를 마치고 나면 이 센터를 중심으로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다양한 사역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제 아이티 선교 사역은 한 개교회가 감당하기에는 힘에 겹기도 하거니와 효과적으로 행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크게 성장할 것이 분

명합니다. 이에 이 사역이 우리 주님의 사역으로 지속되기 바라는 충심에서, 첨부하는 내용과 같이 아이티 현지에서 <아이티 신

학교 강의/목회자 세미나>와 <아이티 선교협의회 창립모임>을 갖고자 준비 중입니다. 

  이 모든 사역에 대한 아틀란타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출처 : 미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http://www.koreanumc.org/ministry-network/kumc-haiti-mission-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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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프로필

-파송교단: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GBGM)에서 파송

-출신학교:  

The East 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Philippines, 

Th.M)

Scarritt Graduate School (Nashville, Tennessee, MA)

Faith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 MA)

-선교사 경력: 

1992년-GA. 애틀란타에서 GBGM 선교사 훈련

1993년-1998년 (러시아  GBGM 선교사)

1998년-2002년 (뉴저지연합교회 GBGM 선교사)

2002년-2005년 (뉴저지연합교회선교사)

2006년-현재 (몽골 GBGM 선교사)

몽골과 선교지역 소개

  몽골은 3백만의 인구를 가진 대륙에 의해 세계에서 19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사방으로 고비 사막과 추운 산악지역, 초원과 

숲으로 덮여있습니다. 몽골은 역사적으로 17세기에 중국에 복

속될 때까지 유목 의해 수세기 동안 지배 되었던 곳입니다. 20세

기에 들어와 1924년 소련의 위성국가로 편입되며 '몽골 인민공

화국'이 되었고, 구 소련의 몰락 이후 몽골은 시장 경제와 다당제 

민주 국가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국민 대부분은 티

벳 불교도이며, 정부로부터 기독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가 허용

될 때까지, 타종교는 역사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의 몽골 선교는 대부분 수도인 울

란바토르에 집중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지 교회들은 시내에

서 떨어진 먼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곳은 시골에서 올

라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난한 지역입니다. 이 곳의 사람들은 

난방 시스템이 없어서 겨울에는 석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

물도 없어서 우물에서 물을 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바지역

이란 곳은 시내에서 물탱크 차가 물을 실어 와서 물 저장고에 저장

을 한 후 물을 팔고 있습니다. 물을 파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

어서, 이 시간을 놓치면 물을 살 수도 없습니다. 

  교육적으로는 유치원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 어떤 지역은 유

치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

들이 유치원 교육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추운 겨울에 

가축들이 죽으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서 수도로 상경해도 직장을 잡지 못해 다시 시골로 돌아가

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한 동안 기독교의 교세가 성

장을 했지만 지금은 어려워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고 두 교회가 하

나로 병합하는 교회도 생기고 있으며, 어린이들과 성도들의 숫

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

씀은 살아있어 어려운 중에도 복음은 더 많이 널리 전파되고 있습

니다. 

교회와 선교 시설물

■칭글테 선교센터 : NGO로 등록

■칭글테 연합감리교회 : 선교센터에서 교회를 개척해 예배 드

림 

■담바 감리교회 : 정부에서 이제 연합이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

게 해 그냥 '감리교회' 라는 이름으로 등록

■홍호르 감리교회 : 개척과 등록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곳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처음에 GBGM NGO 이름으

로 구입하였고, 지금은 교회 재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GBGM 재

산관리위원회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건물

과 재산은 선교사 개인이 아닌, 미연합감리교회 GBGM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선교사역

■칭글테 연합감리교회 사역 : 주된 사역지로서 다른 사역을 위



한 본부의 역할 겸임

■담바 감리교회 (담임 나랑게렐 - Mission pastor 후보자) : 

Before and After School 사역

■홍호르 감리교회 (담임 뭉흐나라 - 울란바토르 감리교신학

교 MD 3학년, 2015년 5월 졸업 예정) : 여름학교 진행

■주르흐 올 가정교회 (담임 볼로로마 - 평신도 지도자, 감리교

신학교 졸업) : VBS를 하면 50-60명 어린이들이 오지만 건물

이 없어서 어린이들을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땅을 구입하여 건

물을 짓고 교회로 정식 등록 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

니다.

■타힐트 가정교회 (담임 나란바타르 - 평신도 지도자, 감리교

신학교 졸업) : 가장 최근에 개척한 교회

■유치원 (4세-5세) : 월요일-금요일 (9:00am - 5:00pm) 

칭글테 센터에서 교육 

■노숙자 사역 (Bread Mission Ministry) : 매주 2번 모여 예배

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했으나 지방 정부에서 주일만 진행하라고 

해서, 지금은 매주일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

■구치소 사역

  - 111번 구치소 : 9년째 진행되는 사역으로, 1주일에 2회 방

문 (매주 토요일과 주일)

  - 간츠 호닥그 구치소 : 최근에 시작한 사역으로, 1주일에 1회 

방문 (매주 수요일)

■노인학교 : 성도님들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 진행

                          

최근에  시작한 “타힐트 가정교회” 소개

  타힐트는 개발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사를 갑

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성도님들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밧자르갤 성도님이 거처가 없어서 게르 

하나를 가지고 이리저리 이사를 다녔는데, 하나

님의 은혜로 타힐트에 땅을 구입해 이

사를 갔습니다. 이제는 이곳 저

곳으로 이사를 다니지 않고 한 곳

에 정착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사를 가시면 저

는 그 곳에는 교회가 있느냐고 제

일 먼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교

회가 있으면 교회를 방문하여 교

회 지도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님을 

영육 간에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

고 싶은 마음에서 입니다. 그런데 그 지

역에는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간 성도님 댁을 방

문하여 가정교회를 시작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주저

하지 않고 쾌히 승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없는 그 곳에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지

역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사를 가게끔 인도하시는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땅을 구입하여 예배당을 세워 지역사회

를 위해 보아하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굳이 교회를 세우려는 이유는 살림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따로 건물을 세우고 예배를 드려야 어린이, 학생

들, 그리고 어른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한 나란바타르 평신도 지도자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타힐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

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8

선교사 소개

-성명: 김 경희

-나이: 60세

-파송교단: UMVIM (미 연합감리교회 자원봉사 미셔너리)

-선교지: 울란바토르 ,몽골리아

사역 정보

<공방 사역>

몽골연합감리교회(MMI) 여성경제자립 사역으로 울란바타르 

변두리 지역에 개척한 몽골감리교회의 홀로여성들과 함께 양털 

소재로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양재기초

로 패턴과 봉재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제품을 생산

해 내고 있으며, 판매를 통하여 이들이 경제적 자립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기 위

해 매일아침 말

씀 읽기와 찬양

과 기도로 하루

를 시작한다.  

<탁아소사역>

공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 탁아소를 개설

하였다. 몽골 몬테소리 선생님이 이 아동들에게 성경말씀도 함

께 가르치면서 엄마들이 일하는 동안 보육하고 있다. 공방 주변

에는 무료 공립 유치원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부모들이 밖에서 문을 잠근채 일을 나가야 하는 안타까

운 현실이다. 우리 탁아소가 이런 형편의 아동들도 함께 돌보려

고 한다.    

 

*공방의 비젼과 기도제목

1.영적인 성숙을 통해 나누는 삶을 실천할수 있도록

2.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고르지 않은 영양공급으로 건강이 좋

지 않음)

3.제품 특성화로 지역확장하고 더 많은 여성의 자립을 위해

4. 공방확장 되는 곳에 탁아소 개설을 위해

5. 제품들의 판매를 위하여

6. 제품 판매를 위해 협력사역자 필요(인터넷마케팅)



  "오병이어" 사역은 UMC 한인총회에서 

주관하는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선교

는 1990년 북한에서 기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

고 세계 각처로부터 지원이 이어지고 있던 

시기, 미국에 있던 한인감리교회들이 기

도하며 마음을 모아 시작한 프로그램입니

다.

   지난 시기의 오병이어 프로젝트는 평양

에 빵 공장과 국수 공장을 설립하고 밀가루

를 보내 식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함

께, 평양의 청소년센터 건설, 그리고 나

진 에 농장을 설립해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의 식량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2008년

부터 2010년까지는 연합감리교회 구호

위원회(UMCOR)를 통해 $260,000을 모

금하여 북한의 젊은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선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오병이어 선교 프로젝트는 장애자 선교, 특히 약 30여 만 명에 가까운 북한지역의 백내장 환자 시술에 대한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9월에 발생했던 함경북도의 수해와 관련해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16년 말에 이미 겨울 모포 

1만 장, 어린이용 겨울 외투 1,000개, 침낭 1,000개, 그리고 쌀 12톤 등 총 5, 6만불 가량의 구호품을 국경을 통해 보냈으며, 향후 2년 이

상 소요될 것이라 여겨지는 피해지역의 복구사업 지원을 위해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UMCOR)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의 형제 자매를 돕는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

며 후원하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  수 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으로 다시 경험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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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소개

- 미국 장로교회(PCUSA) 베다니 장로교회 파송

-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원((M.Div)

- 포항중앙교회 부목사 (3년)

- 아틀란타 연합교회 (3년)

- 아틀란타 복음 동산교회 (15년)

- 선교사 파송 (3년)

 

선교지 소개

  온두라스 (Honduras)는 미국과 가장 인접해 있는 중앙아메리

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치안이 자리잡히지 않아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사역하

고 있는 지역은 Yoro 주에 있는 El Progreso란 곳입니다. 인근

의 대도시인 산 뻬드로 술라와는 1간 30정도 떨어져 있고, San 

Pedro Sula 공항과는 4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온두라스 선교 비전 과 사명

■ 전인 선교 : 복음 - 영혼구원과 제자훈련

                태권도 - 정신확립

                영농과 기술교육 - 생활자립

■ 열린 선교 : 인종, 나라, 민족, 남녀노소, 피부색 초월한 선

교

■ 연결 선교 :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교회와 교회, 나라

와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연결하는 선교

 구체적 선교 내용

 ■ 복음 제자훈련 : 우리는 이곳에 있는 교회와 초,중,고등학교

를 중심으로 선교의 리더를 훈련하고 교육하여 이 지역사회와 나

라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 태권도 선교 : 온두라스와 중남미에 복음으로 훈련받은 태권

도 지도자를 양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와 지역사

회를 섬기며 변화 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 지도자 양성 : 복음선교 지도자, 태권도 지도자, 글로벌 인재

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현재 2,500여명이 교회와 초,

중,고등학교에서 태권도와 신앙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 교회 건축 : 중미에 교회를 개척하여 지역을 섬기는 사역에 비

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교회와 협력하고, 앞으로 

훈련받는 태권도 선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개척하여 태권도를 통

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 단기 선교 :  단기선교를 통하여 선교훈련과 선교체험을 통해 

앞으로 세계 선교에 헌신할 선교 리더를 훈련합니다.

■ 의료 선교 : 코코아 선교회는 의료선교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질병으로 싸우는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학 선교 :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비전을 가지

고 사역하는 목회자, 신학생,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여 중남

미에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

다.

  

현재 중심 사역 - 학원, 태권도 사역

  저희들은 현재 온두라스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

습니다. 온두라스에서 공립학교는 가난의 상징입니다. 그 지

역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이 없고, 의지 할 것이 없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온두라스 공립학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골에 

있는 학교는 환경이 더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선교하는 이 학교

만 해도 교과서도 없이 공책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반 수 이상이 편부모나 조부모 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역하고 있는 뻬를라 울루아 중고등학교는 아침반, 

오후반, 저녁반을 합쳐 5천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이지역

의 가장 큰 규모의 공립학교입니다. 현재 온두라스에서는 인디

언 전통 신앙과 혼합되고 미신화 된 가톨릭과 몰몬교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다른 중남미보다 많지만 그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 나라와 지역 사회에 복음 태권도 선교 사

역은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첫 주

에 이 나라 수도인 떼구시괄빠에서 6개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여 



앞으로 복음 태권도 선교 사역을 교회의 중요한 선교와 훈련의 도구로 채택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활발하게 복음 태권도 선교 

사역이 확산되고, 중남미와 전 세계에 이 영적 운동이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난 5년 동안 기도하면서 문들 두드린 결과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 이 나라 교육부 관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올해부터 복음 태권도 사관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학교 체육관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을 배정받아 성경과 태권도,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복음 태권도 선교센타가 교육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습

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공간을 건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립학교와 선교센타를 통해 아래와 같은 교육이 6년 정도

의 계획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 성경 교육 : 1년 1독 훈련(바이블 타임 사용), 15권의 성경책 핵심 공부

  - 구약성경 /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시편, 잠언

  - 신약성경 /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계시록

  - 성경 중요구절 암송

■ 태권도 훈련 : 태권도 4단 및 사범 훈련, 태권도 시합 출전

■ 리더쉽 훈련 : 전도 훈련, 생활 훈련

■ 한글 교육 : 초급, 중급, 고급 / 쓰기, 읽기, 말하기 교육

■ 특별 훈련 : 전도 및 선교, 사회봉사, 전국 리더 캠프, 겨울 방학 특별훈련

  이를 통해 6년 후에는 신학교 및 일반대학교 진학자가 생기고, 태권도 지도자가 양성되며, 육군 사관학교 진학하는 학생과 올림픽 메

달 획득, 외국 유학 등으로 진출하게 될 것을 꿈 꿔 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한 학급(4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 40명의 신입생들이 

들어 올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규과목을 통하여 훈련되는 학생만 240명이 됩니다. 공립학교 선교는 큰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헌금

으로 효율적으로 선교하고, 훈련할 수 있는 선교의 장과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한인교회에서 지금까지 이 모든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 주

셔서 중남미에 복음 태권도 선교를 이끌어가는 중심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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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프로필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수표교교회 소속

-감리교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

-1999년 충북연회 괴산지방 고사리감리교회에서 목회 시작하여 2007년까지 사역 

-2008년 2월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 선교사로 미국 애리조나의 호피 인디언 마을에 정착하여 First Mesa 

Baptist Church 담임목사로서 사역 중

가족 소개 

표은희 사모, 임건(호피고등학교 10학년), 임찬(호피중학교 8학년), 임초은(호피미션스쿨 3학년)

호피 인디언마을에 대한 소개

  호피 부족은 약 600여개의 미국 인디언 부족 중에 가장 작은 부족 중의 하나로 애리조나 북동부의 사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는 대략 

1만 명 정도이고 호피 Hopi라는 부족 이름의 뜻은 'Good and Peaceful People' 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이름에 걸맞게 호피 부족은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으로 평화롭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던 부족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의 이주민이 들어오면서 호피 부족 또한 유럽 이주민들로부터 갖은 침략과 학살과 학대

의 대상이 되었고, 그 때 당시 동시에 들어왔던 기독교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부족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여느 다른 Indian 

Reservation과 같이 Hopi Reservation 또한 '마약, 알코올, 당뇨, 

비만' 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Native American의 평균 실업률이 75%로 통

계되고 있는 것처럼, Hopi Reservation 또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름에는 10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의 기후로, 겨

울에는 고도가 6,000 피트 정도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눈도 많

이 내리는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이런 가운데 100년이 넘도록 미국 정부로부터 방치된 채로 살아왔

던, 아니 오히려 미국 원주민의 존재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던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호피 원주민 마을은 사회적, 정서적 그리

고 육체적으로 더욱 더 심각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

니다.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소개

  본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First Mesa Baptist Church로써 

호피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110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며, 현재 본 

선교사는 2008년 2월 이후로 37대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는 미국 주류 교단 중의 하나인 American Baptist Church에 

소속된 교회로써 교회 건물은 이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원주민 Reservation은 실주소가 없어서 사용하

지 않으며 모든 경우 주로 P.O. Box 주소를 사용합니다)

    First Mesa Baptist Church, P.O. BOX 164, Polacca, AZ, 

86042

  교회는 거의 100% 원주민들로 구성된 교회이고(현재는 호피 미션

스쿨의 네 분의 백인 선생님들도 출석하고 있음), 처음 본 선교사가 



도착했던 2008년에는 5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는 교회였으나 현재는 주일 평균 출석인원이 40-50여명 정도로 성장했습니

다.(미국 전체 원주민 교회 평균 출석인원이 10명 안팎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역 소개

  본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선교 사역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목양 중심의 사역입니다. 원주민 마을의 주요한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모든 문제들은 영적이며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그 어떤 선교지보다도 '치유와 화해' 가 필요한 선교

지이기에, 다른 어떤 경제적인 접근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Christian Ministry라고 믿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

습니다.

■화요 독서 모임 : 독서를 통한 신앙적 토대를 닦습니다. 

■수요일 제자반 양육 : 2010년부터 현재까지 2개의 반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 모임 : 뜨거운 찬양 이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밖의 사역 : 월요일 Sewing Class, 목요일 Recorder Lesson, 월 1-2주의 새벽기도 등

  둘째, 정원 사역입니다. 본 선교지는 애리조나 사막에 위치한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서 눈에 보기에도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곳입

니다. 이에 본 선교사가 섬기는 교회가 호피 마을 주민들에게 '머물고 싶은 풍경' 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Landscaping을 해오고 있으며, 꽃과 나무를 심으며 교회 전체를 정원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과수원을 만들 계획도 갖고 있

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본 선교지는 110주년 기념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았고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건

물이었기에 건물에 금이 가게 되며 사용할 수 없는 채로 방치 돼 있었습니다. 이에 온 교우들과 힘을 합치고 여러 협력해 주시는 교회들의 

도움으로 현재 약 85%의 건축 과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건물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는 성서의 말씀대로, 과거의 그릇

된 원주민 선교의 모습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것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비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 그 동안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아틀란타한인교회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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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자 프로필 소개  - 토니 & 멜로디 리

   파송 교단 및 교회는 없습니다. 신학교는 졸업하지 않았고 목

회경력은 없습니다.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체험하고 난 후,  

2007년 6월 애틀랜타 단도박모임과 가족모임을 만들어 도박중

독자와 가족 분들의 치유에 힘을 쏟고있습니다. 지난 10년 단도

박모임과 단도박 가족모임을 인도하면서, 중독자와 가족, 그

리고 자녀들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유로 미국의 여러 주와, 한국의 도박중독 상담센터분들과 함께 

일하고 알게되면서, 미주 지역의 여러 중독문제로 고생하는 분

들을 돕기위한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설

립된 CARE 중독치유 예방협회를 통해 미주 전역을 순회하면

서, 10차에 걸쳐 중독치유 예방 세미나와 수련회를 샌호제, 샌

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CARE 중독치유 예방협회의 대

표를 맡아 중독자와 가족분들을 위한 치유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

다 . 본업은 통계전문가로서 현재 Advisory Analytical 

Consultant로 일하고 있습니다.

2) 선교 국가와 지역에 대한 소개

  저희가 하고 있는 중독치유 사역은 미주 전 지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만들어 놓은 중독치유 웹사이트

(http://CAREarpc.org/)를 통해 미국과 카나다, 한국, 호주, 

영국 등지에서 한인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도움 말씀을 전해드리

고 있습니다.

  현재 CARE협회 임

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샌호제와 샌

프란시스코, 시애

틀, 뉴욕, 애틀랜

타, 볼티모어, 커네

티컷에서, 타 지역

의  여러 중독 문제와 

중독 치유, 중독 예

방을 위해 일하고 있

습니다.

3)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소개

  CARE협회를 지원

하고 있는 교회는 현

재 아틀란타 한인교

회, 샌호제 뉴비전 교회와 샌프랜시스코 구세군 교회, 그리고, 

시애틀의 쏘쳐서월드 중독치유센터입니다. 교회와 중독치유

센터, 그리고 전문 상담 치유가들을 함께 연결하여, 미주 각지

역에 사시는 한인 분들이 자신들이 사는 가까운 치유센터와 상담

가들을 연결하고, 핫라인 상담을 받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CARE 중독치유 예방협회의 모든 임원들은 자원봉사로 이루어

지고, 현재 구세군 사관학교 오관근 교수님, 샌호제 뉴비전교

회 최승철 집사님, 쏘쳐서 월드 중독치유센터 대표 조창현 목사

님, 애틀랜타 중독상담가 쥴리아 리 선생님, 그리고 애틀랜타 

단도박모임 가족모임을 인도하는 토니 리와 멜로디 리가 봉사하

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중독에 대한 이해와 치유방법을 배

우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도우고 있습니다. 교회

를 통한 단도박모임, 단주모임, 마약.약물을 끊는 모임, 성중

독을 치유하는 모임, 인터넷중독을 치유하는 모임등, 중독의 

전반적인 치유를 위해 지역사회의 여러 공동체가 함께 일할 수 있

는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게 개발하는 것을 도우고 있습니다. 

4)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교내용 소개

  CARE 중 독 치 유 와  예 방 협 회 의  목 적 은  

http://CAREarpc.org/ 에서 소개되었듯이, 중독자와 가족

분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

로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중독자와 가족분들의 인

격과 품위, 지위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 중독자와 가족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면의 

자아와 성격을 고

쳐 치유하게 되

고, 변화되어감

으로 새 삶과 희망

을 찾아 정상적이

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게 

안내해 드리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

녀라는 아이덴티

티를 심어주는 것

을 통해서 입니다. 

영혼육이 치유되

는 전인적인 치유

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CARE의 약자가 “Changed by Acceptance, Respect, and Encouragement” 입니다.  

  협회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미주 전역에서 수련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중독에 대한 치유와 예방를 알리는 것입니다.  2.12단계 회복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중독자

와 가족구성원의 치유를 돕는 지역모임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3.전화상담, 이메일 상담, 방문 상담을 통해 돕습니다 (여기서 상담은 

전문 상담이 아닌, 같은 중독을 겪고 치유되어가는 후원상담입니다. 전문 중독 상담가님들의 봉사가 있을 시는 직접 연결해 드립니다. 

미주 전역의 많은 전문 중독 상담가님들의 자원봉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4.중독전문가와 봉사자 양성을 통해중독을 조기에 예 

방하고 치유하게하는 것입니다. 5.중독치유를 위한 전문기관들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정보화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나 당사

자들이 언어의 불편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게하는 것입니다. 6.청소년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 12단계 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중독과 분노조정,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치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커리어 

멘터링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만연되어 있는 여러 중독은 깊은 병으로 발전하여 자신과 가족,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이웃사랑으로 

중독자와 가족분들을 치유하고 보호하여,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으며,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

녀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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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 Nanoom Christian Fellowship

1927 W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연락처 Tel (213)389-9912  Fax (213)389-5383

2. 사명

  마약, 알코올, 도박, 청소년 문제 등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에

게 희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선교 기관

이다. 나쁜 습관의 중독자들과 가족 구성원의 아픔을 함께 나누

고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 기존의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관을 탈

피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현실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도전과 변화의 운동을 일으킨다.

3. 미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영혼 구원에 목적을 두어 영적 성

장을 최우선한다. 나쁜 습관을 지닌 이들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

에서 공감대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감을 형성한다. 말씀, 기

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제시한다. 

단계별 프로그램을 형성, 진행, 체크한다. 민족적 긍지와 올바

른 가치관, 도덕관을 확립시키며, 정서적 교육을 지향하고, 긍

정적 사고와 삶에 적극적 자세를 주지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회

복시킨다. 결국은 봉사,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재탄생

시킨다.

4. 프로그램 소개

1) 재활센터 : 여러가지 나쁜 습관 (각종 중독, 범죄, 탈선 등)의 

문제점을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규칙적

인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개인 상담, 그룹 상담을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자신감과 가능성을 심어준다.

2) 상담 :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이메일 상담

3) 법적 문제 협력 : 중독으로 인한 범죄, 음주운전, 가정 폭력, 

약물 거래, 불법 무기 소지 등으로 인한 형사법, 이민법에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인 전문 상담, 및 법적 수감 생활을 나눔 선

교회로 이감될 수 있도록 돕는다.

4) 전인교육 :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유대감을 

형성.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삶의 목

표를 제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킨

다.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서적 교육

- 특별활동을 통한 중독 대체 교육

- 도덕, 윤리, 인격 교육

- 심신 단련 교육

- 주체성, 자존감, 역사관을 고취시킨다

- 봉사활동

5) 부모 교육

- 가정 근본 문제 치료 교육

- 예방 차원 교육

- 가족 영성 회복

- 봉사자 교육

6) 예방 : 약물 남용과 각종 중독의 예방과 홍보를 위하여 매해마

다 특정 기간동안 집중적인 캠페인을 거듭하며, 일반적으로는 

약물에 관한 전문 세미나, 드라마 공연, 간증, 약물 자료, 각종 

시청각 교육, 에세이 공모 홍보 자료 배부 등을 통하여 한인 사회

에 약물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계몽한다.

5.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안내]  

한어부 오전 10:30 (3층 본당)

영어부 오전 10:30 (1층 교육관)

부모 세미나 오후 1:30 (1층 교육관)

매달 첫째 주일예배는 연합 예배로 본당에서 함께 드립니다.

[주중 예배 안내]

화, 금, 토요일    오후 7:30 (1층 교육관)

수요일            오후 7:30 (3층 본당)

기도 모임부모님  오후 7:30 (1층 교육관)

목요일            오후 7:30 (1층 교육관)

EM - NA meeting 

 KM - 성경공부



전 세계적인 선교 이슈

“난민을 도와라!” -  난민 사역팀

  난민의 정의는 한 국가의 시민은 아니지만 체류 할 수 있는 허가

를 받은 사람으로서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한 

사회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도망쳐 나온 사람들 입니다. 

  난민들은 유엔 난민기구(UNHCR)의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난

민보호소(Refuge)에서 생활하다가 국제 이주기구(IOM)로 부

터 비행기를 전세 받아 재정착을 위해 제 3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요즘 미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여전히 정치적 이유로 자기 나라

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몸에 붙어있는 옷 그대로 맨손으로 들

어오는 사람들 입니다. 

  이 난민들은 평균 17년간을 캠프에서 살다가, 약 30-40 %가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애틀란타를 비롯해 애리조나, 뉴욕, 

펜실베니아, 텍사스등의 도시로 들어오고 있고 대부분 회교도, 

힌두교도이고 무신론자도 있지만 가톨릭이나 개신교인들도 조

금 있습니다. 애틀란타로 들어오는 난민들은 주로 부탄, 버마, 

아프리카에서 옵니다. 285 East exit 40으로 나가시면 클락스

턴(Clarkston)이라는 도시에 정부 단체가 난민들을 정착시키고 

여러 개인 단체들이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 난민 사역팀은 실제로 2004년부터 이웃사랑 프로젝

트의 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그 범위를 넓혀 보자는 

취지로 시작 되었습니다. 현재의 사역은 가정 사역 즉 이곳에 도

착한 난민들이 기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돕는 일을 중심으로 섬

기고 있습니다. 월드 릴리프(World Relief)라는 단체로부터 난

민가정을 소개 받은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생필품, 부엌용품, 청소기, 전자렌지, 그릇, 전기밥솥, 

옷, 신발, 이불 등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성도님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전해줍니다. 
2)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새학기가 시작될 때 학용품을 준비해주

고 교회의 유스 

학생과 연결하

여 영어를 가르

쳐 주며 책을 읽

을 수 있도록 

L i b r a r y  

card를 만들어 

주어 함께 방문

합니다. 
3) 출산을 앞둔 

산모를 위해 아

기용품을 준비

해 줍니다. 
4) Hair cut 봉

사를 합니다. 

  이를 위한 사역

에 교우 여러분

들 관심과 참여

를 부탁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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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선교사 프로필 - 이상재 목사(전임자), 현재 미정

-감리교신학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Th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M.Div.)
- 2004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영등포지방 양남교회 수련목회자, 2006년 충청연회 대천서지방 풍정교회 담임,   
    20011년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 청년담당 부목사 
-지난 9월부터 본 교회 소속으로 조지아텍 캠퍼스 선교사역 시작

선교지 상황 소개

  지난 9월 시작한 애틀란타 대학목회 조지아텍 캠퍼스 목회는 약 500여명에 이르는 조지아텍 한어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중에 모여 기

도와 말씀공부, 그리고 공동식사를 나누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현재 매주 수요일 오후 3:30-5:30과 저녁 7:00 

두 번의 성경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5:30-7:00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모여 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약 

20여명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다녀간 학생들은 약 3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지아텍 캠퍼스에는 3-4개의 작은 성경공부 모임들이 있는데, 이 모임들은 몇몇 교회들이 전도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모임인 반면

에, 애틀란타대학목회 조지아텍 캠퍼스 목회는 순수하게 기존 기독청년들에게는 신앙훈련을 위해, 비기독청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

는 목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애틀란타대학목회는 교파와 신앙의 유무를 떠나 바른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을 양성하고, 이들을 그리스

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청년들로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녁공동식사는 한인교회 여선교회와 개인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

니다. 특별히 조지아텍 캠퍼스내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캠퍼스 선교센터인 Wesley Foundation에서 매주 수요일 저희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학생들이 장소에 대한 부담 없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인 애틀란타대학목회의 다음 목표는 애틀란타 인근지역에 있는 학교들, 예를 들면, 케네소, UGA, Georgia State 

등으로 목회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에모리대학교 학생선교 단체와 연계하여 애틀란타 지역을 대표하는 청

년대회(KOSTA 같은)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본 교회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역자 소개: 

Andrew Lee
현 아틀란타한인교회 영어회중 찬양팀 사역
ICF 에모리대학 담당자

선교 목적:  

  ICF는 75년이상의 역사와 667대학내의 1,011지부를 가지고 대학생 전도 

및 실직적인 대학생으로서의 신앙생활, 나아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전문인

으로서의 기독교인의 삶을 지속하고 선교에 동참할수있도록돕는 단체입니

다.

사역 내용: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외로움과 우울함, 삶의 목표 상실과 세상적인 스

트레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나아가 주변

에 믿지않는 친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할 사명을 깨달기 위해 지속적인 만

남과 훈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ICF는 하나님께서 대학생들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하심을 확실히 믿으며 대학생 개개인이 학교에서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것 

뿐 아니라 졸업후 준비된 하나님의 전도자로 성장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꿔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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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자 소개

Sharon Yancey : peachtree Road United Methodist 

Church, Northbook United Methodist Church and most 

recently, Roswell United Methodist church 에서 주일학교 

전문 교역자로 활동함

센터 소개

  The Matthew Initiative는 이익을 창출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

다. 2010년 2월에 설립되어 사역을 돕고자하는 개인이나 교회

로부터 도네이션을 받아서 운영되는 재단으로서, 침체에 빠진 

지역의 교회학교를 도와 재성장과 부흥의 원동력을 마련해 주는 

어린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he Matthew Initiative는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교회에 나오

지 않는 우려할만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돕

는 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없는 교회는 미

래가 없다”라는 모토를 통해,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

로 재밌고 안전한 선교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를 위해 전략 계획부터 평가 프로그램까지 각 개체 교회들이 어린

이 사역의 부흥의 꿈을 실행하는 것을 함께 진행하며 돕고 있습니

다.

사역 내용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위해 어린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스탭들에게 지도력과 파워풀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성

장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선교 프

로그램에 대한 멘토링이나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경

우에 따라 전문 지식인을 각 

교회에 파견하기도하며 커

리큘럼에 필요한 프로그램

의 여러 자원과 필요한 재료

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노크로

스에 위치한 존 웨슬리 연합

감리교회 (John Wesley 

UMC)에서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인근 지역 3마

일 이내에는 13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 50%가 히스패닉이

며, 20%의 백인과 20%의 흑인, 그리고 10%의 아시안들이 모

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평균소득이 낮고 

어려운 지역의 선교를 위해 The Matthew Initiative는 매 주일 

오후 인근 지역의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존 웨슬리 교회로 초청해 

스낵과 급식을 제공하며,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상황이 열악해 재정과 자원봉

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아틀란타한인감

리교회의 기도와 관심, 사역의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기획 : 선교위원회(위원장 홍혜진 권사)

편집 : 박성진 권사, 전미현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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