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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장 신년 멧세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이사야 60:1) 

 

이솝 우화중 사자와 쥐의 이야기를 잘 아실줄 압니다. 

사자가 쥐를 잡았지만 쥐가 살려만 주면 은혜를 꼭 

갚겠다고 말합니다. 사자가 잡혀서 밧줄 그물에 갇혀 있을 

때 쥐가 밧줄을 끊어서 그 은혜를 갚습니다. 

 

이 이야기를 최근에 우연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 되돌려 받는다는 교훈 때문에 

생각이 난것이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NCKPC가 

바로 밧줄 안에 갇힌 사자가 아닌가…? 물론 밧줄에 저의 

촛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묶어두는 밧줄은 특별납니다. 스스로 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를 묶어두는 밧줄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사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밧줄은 끊어지고 

맙니다.  

 

지난 한 해는 무척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결혼의 정의로 교단은 복음전파 보다는 내적인 

갈등에 많은 소모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밧줄에 

매인 희생물이 되지나 않을까 많은 우려로 시간을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 

모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밧줄에 매인 사자임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사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밧줄은 끊어지고야 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주는 멧세지도 같은 맥락의 멧세지가 아닐까요? 이사야는 밧줄에 매여 있는 

사자인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사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자임을 

깨달았을 때 영광의 빛을 발하였던 것이 아닐까요? 

 

2015의 축복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사자의 용맹을 되찾고 즐기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사실 그동안 임원단과 특별히 사무총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NCKPC산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펼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서 사자의 

포효소리가 미 전역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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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번 총회에서 결정된대로 국내선교위원회와 해외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선교위원회에서는 교단 총회에서 시작한 1001 New Worshipping 

Communities 사역을 통하여 변화하는 세대에 맞는 전도 전략에 동참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노회에서는 약한 교회를 돕는 사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선교위원회도 구성되었으며 올해 중 본격적으로 그 사역이 꽃이 피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 개 교회가 열심히 선교를 하지만 협력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회에서는 이민신학적인 관점에서 한인 목회를 재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해에는 2세들도 이민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서로 연대하며 사역할수 있는 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에 중서부 한미 노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NCKPC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씨애틀 형제 교회에서 첫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물론 다음 총회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이 얼마나 눈에 띄는 성과를 갖게 될지는 

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데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사자의 심장을 

안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총회 주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Diaspora 한인 이민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의 사명은 미국 전역에 사자의 포효를 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히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계속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 놀라운 축복이 NCKPC의 모든 교회 위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영길 목사 드립니다. 

1월 9일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