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소식
H A P P Y

N E W S

각 지역 및 교회 행사
<감사예배>
창립10주년감사예배
시온성교회
6월 5일 오전11시

목양업데이트

통권 24권 발행번호 6

◆ 임병철, 명희 선교사. 1년 동안의 선교보고를 마치시고 6월
6일 몽골로 귀임하셨습니다.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전진표/안나 선교사. 북아프리카 선교사님 내외분이 6월부
터 1년 동안 ATS에 강의하며, 선교이벤트를 주관하고, 교회
를 방문하여 선교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차량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신 교회가 있으시면 선교국장 이창남 목사님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동 선교사 내외분은 아프간인/타직인 사역자 양성 사역
에 매진하시기 위해 7월 초에 키르키즈스탄으로 파송될 예정
입니다. 새로운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보고 및 세미나> ◆ GCF. C&MA 선교는 전략적이고 투명성에 있어서 탁월합
훼로쉽교회
6월 7일 오전10시
선교보고: 송태석 선교사
세미나강사: 이영훈 목사

<8차세계선교대회>
아주사퍼시픽대학
6월 6~10일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
Www.kwmc.com

니다. GCF는 이러한 C&MA 세계선교를 지원하는 유일한 수
단입니다. 한인총회 소속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10가정이 되
며 이들을 지원할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선교헌금
을 후원하실 때 GCF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및 교역자 소식
◆심종훈 목사님. 5월 31일부로 사임하시고 한국으로 가셔서
강릉에서 온누리드림교회를 개척하십니다. 성공적으로 개척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 부고.

<선교대회>

고 황하진 집사. 황수 선교사님 부친 소천, 장례:한국 6월7일

한인서부교회

고 최에스더 사모. 최일식 목사님 5/11 향년 83세로 소천

6월 16~19일
이정일 선교사님 파송예배
19일 오전11시

<임직예배>
훼드럴웨이은광교회
장로1명, 안수집사1명
6월 26일 오후5시

<연합체육대회>
동부 & 동북부
6월 27일 오전10시
뉴욕겟세마네교회

고 송원복 집사. 송태길 목사님 부친 5/13 향년 95세로 소천
고 이내준 장로. 이지용 목사님 부친 5/30 향년 84세로 소천

감독 및 총회일정
6/5 시온성교회

6/26 큐리오스교회,

6/12 모자이크교회

훼드럴웨이은광교회

6/13~16 SDI Training

6/27 동부, 동북부 체육대회

6/19 한인서부교회

6/29~7/2 UNITED

2016 UNITED

Reverence
●일시: 6월 29일~7월 2일 ●회비: $200

KOREAN DISTRICT

●장소:

Glenwood Conference Center

Letter from District Superintendent

하나님의 다루심
지난 토요일 오전에는 무하마드 알리가 74세로 죽었습니
다. 알리는 금세기 최고의 권투 선수일 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뉴스 채널마다 유명인들이 출연
해서 알리의 훌륭한 점을 회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일 우리
가 알라를 신봉하는 그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
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라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는
우리에게 미국 사회에서 급진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기독교를 미워하는 무신론자
가 인구의 25%에 이르렀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
니다. 한인 이민 사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
다. 요즘은 한국 사람을 전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많
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회적으로도 지난 몇 년
째 교회 수는 거의 변동이 없지만, 전체 교인 수는 줄고 있습
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실
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
를 다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
나님께서는 교활한 자요 사기꾼이었던 야곱을 위기를 통해

DISTRICT STAFF
감독 / 백한영 목사
개척국장 / 정재호 목사
교육국장 / 김명국 목사
선교국장 / 이창남 목사
MSP Director / 김진태 목사
사무행정 / 하 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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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MIAN STREET
RIDGEFIELD PARK
NEW JERSEY 07660
TEL. 201-440-5700
(Korea) 070-4656-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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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급한 죄인들이 교회에 오니까 고상한 죄인들이 위기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
런데 심슨 목사님에게는 위기가 ‘13가 장로교회’에서 ‘가스펠 태버나클’로 바꾸
는 기회였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시려고 모두에게 겪게 하
시는 것이고, 살아남을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축복의 언약을 성
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C&MA는 위기 중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그리스도
의 복음을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
으로 회복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돕는 한인총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하는 한인총회가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백한영 목사 올림
다루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자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견뎌냈고, 얍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내동댕이쳐지지 않고 견뎌냈

각 지역회 모임

목양업데이트 소식
총회소식

습니다. 야곱은 위기에서 살아남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위기
의 시기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동부지역회

◆ 2016 UNITED(청소년 연합집회). 주제 “Reverence”

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오래 지체되었던 부흥을 주실 것이며, 오직 살아남은 교회

6월 13일(월) 오전 10시

(히12:28), 6월 29일 ~ 7월 2일에 펜실베니아와 뉴저지의

와 하 나 님 의 사 람 만 이 하나 님 께 서 주 시 는 부 흥 에 참 여 하 게 될 것 입 니 다 .

장소: 뉴욕선교교회

경계선에 위치한 Glenwood Conference Center에서 개최

섬김: 최명호 목사

됩니다. 점점 활기를 띠고 있는 청소년 집회에 참여를 원하

살아남으려면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

시는 교회가 있으시면 총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

리 C&MA의 중요한 모토 중의 하나는 “Deeper Life”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북부지역회

빚어지는 삶이 Deeper Life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 의와 경

6월 6일(월) 오전 10시

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

장소:뉴저지선한목자교회

려 Deeper Life를 추구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영성을 부지런히 함양해야 합

중부지역회

니다. 그리고 전도가 매우 어려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오히려 영혼구원에 더 초점을

6월 7일(화) 오전 10시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MA의 일곱 핵심가치 중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장소:휄로쉽교회

기 위해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한다. 여기에는 언제나 변화가 수반된다”입니다. 위기
는 적극적인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만 빼고는

서부지역회

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중국 동포에게 전도하겠다고 하고, 일부 목사님들은 중국
동포를 겪어보니 돈만 알고, 영주권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고, 게다가 윤리적으로 문

회에서는 청소년 사역자들과 소그룹을 인도할 교사들을 보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참가비 무료입니다.
◆MSP2기학생모집. 뉴욕과 뉴저지에서 2기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소명은 있으나 신학교를 다닐 여건이 되

6월 26일(월) 오전 11시

지 않는 신실한 교인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샌디에고베델교회

◆ 상회비. 담임 목사님들을 위한 은퇴보조기금 조성, 정기총

다 바꾼다는 자세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지역회에 참석했는데 중국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화제가 되었

◆UNITED교사훈련(Counselor Training). 마지막으로 6
월 11일(토) 오후 2시에 뉴저지만나교회에서 있습니다. 각 교

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딤전 6:11-12). 우리는 위기의 때에 오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 이며, 마지막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

회의 자녀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참가비는 $200입니다.

회 및 청소년 연합집회 지원 등으로 인해 총회 운영비가 적자
서북부지역회
6월 26일(월) 오후7시
장소:훼드럴웨이은광교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회 모든 교회와 회원이
같이 세우고 꾸려가는 한인총회입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마
음으로 상회비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란해서 양육이 힘들더라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목사님들의 대화가 전도이고 예수 그

*각 지역회 소식을

◆ 총회웹사이트 및 Facebook. 총회 웹사이트는 스마트폰에

리스도이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koreancma@gmail.com
알려주시면 기재해드립니다.

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인총회 Facebook은

위기의 때에 우리와 계층이 다른 중국 동포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

동역자님들이 직접 사진이나 소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

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매우 못마땅히 여

습니다. 행사나 소식을 한인총회 Facebook에 올리시면 많

겼습니다. A. B. 심슨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13가 장로교회는 뉴욕의 거리에서 전도

은 사람들이 보고 함께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받아 교회로 오는 사람들을 계층이 다르다고 교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Facebook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