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KPC 총회장 새해 인사 

“존경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께,”  

 존경합니다. 지금 목양의 사역을 하는 모든 주의 종들, 그 목양의 사역 을 한 평생 완주하신 모든 어르신들 을 

무조건 존경합니다. 얼마 전 기도 하는 중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겉으로 드러 

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목회자들에 대해 품었던 은근히 비판적이고 교만했던 판단의 마음을 … 적지 않게 

힘드시지요? 사랑합니다. 목회자 바울은 목양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 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 다”(고후 11:27-28, 

새번역, 괄호는 필자역). 작고 외진 교회나 조금은 크고 사람 많은 공동체 할 것 없이 목회자 라면 다 이 

고뇌와 아픔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평생 이름없이 빛도 없이 우리 주님 사랑하여 신실하게 

목회의 길을 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힘 내십시오. 신실한 종들을 대하는 

우리 주님의 위로 또한 분명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계 3: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은 은혜 중의 

은혜 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엡 3:7).  

 축복합니다. NCKPC 는 이 어려운 시대에 같은 부담을 안고 같은 소명의 길을 가는 교회와 목양인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한 가족을 이루는 한인교회 공동체입니다. 지난 필리핀 구호 성금에 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모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금년 6 월 14-21 일 디트로이트 에서 열리는 제 221 차 미국장로교 

총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 따른 순종이 있도록 교회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어 6 월 24-27 일에 

메인 주 포틀랜드에서 “미국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창조적인 이민 목회”를 주제로 모이는 NCKPC 43 차 

총회를 목회의 연례 일정에 꼭 포함시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처럼 우리 공동체를 위한 

비전미션기금을 일찍집행해주시면 그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여유있는 교회가 더 

어려운 여건에서 사역하는 교회 동료 들의 총회 참석 교통비라도 협력해 주는 자발적이고 아름 다운 사랑의 

결단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비된 하늘의 복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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