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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표지:  
2019년도 장로교 청소년 수련회 
(Presbyterian Youth Triennium)는 
4000 명의 청소년들을 범교회적이고 
열정이 충만한 예배의 세계로 이끌어 
자신들의 신앙과 제자도의 간증을 
수련회 주제, "제 마음이 여기 있나이다 
(Here's my Heart.)"를 통해 깨닫게 
했다. 수련회는 '오순절 헌금'을 통해 
지원된다.

소피아 랜조트 (Sofia Lanzot)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에너자이저 
팀원으로 대규모 모임을 시작했음.  
(사진 제공: Rich Copley)

5 |   마태복음 25장   |

7 |   장로교 선교국 소개   | 

9 |   다이앤 마펫과 조 머로우의 메시지   |

11 |   빈곤   |  

13 |   인종 차별   |  

15 |   회중의 활력도   |  

17 |   재난 대응   |

19 |   교육   | 

21 |   인신매매   |  

23 |   이민 및 망명 위기   |  

25 |   환경   |  

27 |   식품 정의   |  

29 |   평화 및 화해   | 

31 |   청년 자원봉사자들 (YAVs)   | 

33 |   새 예배공동체   | 

35 |   선교 및 목회 지원    |  

37 |   장로교 선교부 이사들   | 

39 |   재정 정보   |  



 600 명 이상의 Durham CAN (Congregations, Associations, 
Neighbors 모임들, 협회들, 이웃들) 지도자들이 모여 카운티 
위원들이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게 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 제공: Durham CAN)



2019년 12월 31일자로, 
360 개의 개체교회들과 31 
개의 중간공의회 (4,a757 

개의 개체 교회들을 대표함)
가 마태복음 25장 사역에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마태복음 
25장 사역으로의 초대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은우리 
교단이 세상과더 밀접해지도록 

돕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사역으로의 초대는 공식적으로 
2019년 4월 1일에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마태복음 25장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교회들이 벌써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자원이 되고자 하고, 근본적이고 
두려움없는 제자도에 대한 이 사랑의 헌신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중간공의회와 개처교회들과 
연합하여 이들이 다음 세가지 부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용하게 하고자 한다:

 회중의 활력도 구축 성도들과 회중이 그들의 
신앙을 깊게 하고 그들의 공동체와 세계에 적극적이고 
기쁘게 관여하게 함으로써; 

구조적 인종차별 타파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 
선입견, 편견, 억압의 근저에 자리잡은 체계, 관습, 
사고를 타파하기 위해 주장하고 행동함으로써; 

구조적 빈곤 제거 
가난한 자들의 경제적 착취를 영속화하는 우리 
사회의 법률, 정책, 계획,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2019년 말에, 80,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 사역의 초청과 관련했는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했고, 약 78,000 명이 마태복음 25장을 
드러내는 웹사이트와 뉴스 이야기들을 방문해 접했다. 
마태복음 25장과 관련되어 올린 글들에 우리가 
관여하는 비율이 비영리 기관들의 업계 평균 표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행동하는 교회가 되라는 그리스도의 긴급한 부름, 
즉 하나님의 사랑, 정의, 자비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라는 부름이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활력의 믿음이 모든 장로교인들을 연합시켜 하나의 
거룩한 목표를 이룰지 기대가 된다.

미시간의 그랜드 헤이븐 제일장로교회의 성인 교인들이 
벨리즈의 오렌지 워크의 코이노니아 사역으로 선교 여행을 

갔다. (사진 제공: 로버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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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총회 공동총회장, 빌머리 신트론-올리비에리 사역장로 
그리고 신디 콜먼 목사, 루이빌에 있는 장로교 센터 본부 채플에서 
2019년도 총회장 컨퍼런스의 개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음. (사진 
제공: 리치 코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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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선교국 소개

200 년 이상, 미국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민족에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보여 왔다. 
장로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희망, 성령의 권능에 의해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는 희망을 의미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마태복음 25:31–46 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변의 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굶주리고 억압받고 투옥되었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있다. 우리는 개혁적이고 두려움 모르는 제자도에 대한 
사랑의 헌신을 더 증대시키고자 목표하고 있는데,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회중의 활력도 구축-성도들과 회중이 그들의 

신앙을 깊게 하고 그들의 공동체와 세계에 
적극적이고 기쁘게 관여하게 함으로써; 

•  구조적 인종차별 타파-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 
선입견, 편견, 억압의 근저에 자리잡은 체계, 관습, 
사고를 타파하기 위해 주장하고 행동함으로써; 

•  구조적 빈곤 제거- 가난한 자들의 경제적 착취를 
영속화하는 우리 사회의 법률, 정책, 계획,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행동하는 교회, 즉 하나님의 사랑, 정의, 
자비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라는 그리스도의 긴급한 
부르심을 인식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상처와 
요구에 곧바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우리는 
또한 인간의 불행을 영속시키는 체제에 대항하고 

도전하도록 부름 받았다. 우리는 증거와 옹호의 행위를 
통해, 중간공의회, 교회, 인간 복지에 관여하고 있는 
기타 기구 및 조직들과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역에 동참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 대로 서로를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사랑의 복음을 
나눈 많은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전 세계의 이웃과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에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고 관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를 희망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원하면,  
presbyterianmission.org 을 방문하거나  
Facebook 과 Twitter 를 확인하면 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10

30 년 이상, 미국장로교의 전국 사무실이 루이빌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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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간공의회, 국제 협력자들 및 개체 교회들과 
함께 하는 연계성 있으며 영향력이 있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 정의, 은혜를 통해 삶을 변화시켜왔음을 
기뻐하고 있다. 

우리의 사역의 영역은 교회의 활력을 구축하며, 구조적 
인종차별을 타파하고 체제적 빈곤을 제거함으로써 — 모든 
장로교인들은 공통의 거룩한 목표로 연합시키는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개혁적이고 
두려움 모르는 제자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presbyterianmission.org

장로교 선교국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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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앤 마펫과  
조 머로우의 메시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12

우리는 장로교 선교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일들로 인해 감탄하고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를 읽어 
가실 때, 여러분은 섬김과 지지, 행동과 예배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삶, 또 이같은 행위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보고서와 숫자들을 접하게 될텐데, 모든 통계화 도표 
이면에는 은혜의 이야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2019년에는 대담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222차와 제 223차 총회들 (2016, 2018)의 결의에 따라, 미국장로교는 
행동하는 교회 —즉, 하나님의 사랑, 정의, 자비가 빛을 발하는 교회로 변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사역을 
시작해, 장로교인들이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를 다시 만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그의 공의, 정의, 평화의 길을 기억하며, 세계 선교에 다시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 교단의 교회들과 중간공의회들은 서로 연합하여 우리 
주변의 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방법들을 모색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믿음은 살아났으며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봤습니다.

개체 교회들과 중간공의회들은 교회의 활력을 구축하고, 구조적 인종차별을 타파하며 체제적인 가난을 
제거함으로써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헌신했습니다. 혁신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이 과정을 기도로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기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장로교 선교부와 마태복음 25장 사역을 위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미국장로교 전 교회들이 그들의 말들을 공동체 내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과 전 세계에 걸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믿음을 세우며 삶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믿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또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이앤과 조

다이앤 마펫  
회장 및 실행이사  
장로교 선교국

조 머로우  
이사회 의장  
장로교 선교국

다이앤 마펫은 2019년 초에 마태복음 25장 사역에 관해  
미장로교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사진 제공: 김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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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리즈 테오하리스 목사가 켄터키 홉킨스빌에 있는 프리먼 
채플에서 가난한 자 캠페인: 도덕적 부흥을 위한 국가적 요청 을 
위한 국가 비상 상황 (Real National Emergency) 버스 투어에  
관해 설교했다.(사진-리치 코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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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핌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17

가난한 자 캠페인 — 도덕 운동  오십 년 전에 Dr. 
마틴 루터 Jr. 목사에 의해 시작된 사역이 재탄생되어 
가난한 자 캠페인: 도덕적 부흥을 위한 전 국가적 
요청이 되었다. Dr. 리즈 테오하리스 목사와 Dr. 윌리엄 
바버 II 목사에 의해 주도된 이 운동은 미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가난, 구조적 
인종차별, 군비 경재, 생태계 파괴. 국가 비상 상황 
버스 투어는 이러한 문제들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버스 투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정점을 이룬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들 사이의 연결점을 이해하게 된다"고 드니스 
앤더슨 목사, 미국장로교 인종 및 타문화간 정의 사역 
디렉터가 말했다. 그 캠페인은 성별 및 인종 정의 
문제를 포함한 장로교 선교국의 노력들을 통합한다.

어려움에 처한 도시에 나아가기 디트로이트 남서부의 
보인튼 지역은 미시건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으로 
인식된다. 이는 인근에 위치한 매러손 석유회사 
(Marathon Petroleum)의 정유 시설 때문인데, 
이는 건강 문제를 야기했고 삶의 질을 저하시켰으며, 
한밤중의 경보나 불덩이와 같은 무서운 상황들을 
만들어냈다. 인근 지역의 거주자들을 상당수가 정유 
시설의 유해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이를 
위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 2018년도에 미국장로교는 
매러손 석유회사를 미국장로교 선교 투자책임 위원회 
(MRTI)가 집중 관찰하는 아홉 개의 회사 중 하나로 
정했다. 작년에 MRTI 는 Faith-Based Investing and 
Corporate Engagement (신앙 기반 투자 및 기업 
참여) 의 지원을 받아 그 석유회사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 깨끗한 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과 일을 시작했다. 

재난 구호 사업에는 국경이 없다 
장로교 선교국의 몇몇 사역은 작년에 전쟁으로 
황폐화된 예멘에서 기근과 빈곤의 위기를 시정해왔다 
—이는 장로교인이 없는 이슬람 국가에서 진행되는 
도전적인 일이었다. 장로교 재난보조국은 이 중요한 
기근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장로교 기아 프로그램과 
협력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는 식량 주권이 재난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반대로 재난은 취약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Generations 
Without Qat (마약없는 세대) 프로그램과의 협력 
지원에는 $23,000 이 지원되었는데 이를 통해 
기금, 낚시 도구, 교육 훈련 등을 거의 500 여 가구에 
지원했다. PDA 와 PHP 의 사역을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진행되는 워크샵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가난 
때문에 할 수 없어선 안된다"고 장로교 선교국의 
민족 자기계발 위원회 (SDOP)의 팻 오소이나치가 
말했다. 사람들이 윤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SDOP 
는 최근에 공동체 고용 요소를 전국 위원회 회의에 
추가했다. 이 위원회는 애틀랜타에서 9월에 전국 
위원회를 열고 기금 관련 워크샵과 기타 고용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이 워크샵들을 "
생각하게 하고" 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역의 사명은 미국장로교의 
마태복음 25장 사역과 연계해 구조적 인종차별을 
타파하고 조직적인 빈곤을 제거하며 활력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SDOP 의 사역은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하도록 돕고 있다.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메디슨 맥키니가 63차 유엔 여성 지위 위원회에서 미국장로교를 
대표하고 있다. (사진-리치 코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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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차별

인종차별은 우리의 동료 사람들에 
대한 거짓인데, 이는 일부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하나님에 

관해서도 거짓말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체 창조 세계에서 일부 

피조물을 더 선호한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장로교는 인종차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이의 

부당성을 알리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 반인종차별 노력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없다.

“인종차별에 대해 직면하기: 문화 간 
공동체를 향한 비전,” 미국장로교 

전교회적 반인종차별 정책

신앙으로 자신의 자리 찾기  
메디슨 맥키니 (20)는 지난 수년간 자신이 누구인지 
찾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뉴멕시코에서 장로교 목사 
부부 사이에 태어나 사우스 다코타에서 자란 후 
캔사스로 이사했다. 그녀는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항상 들었다"고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였다." 
그녀는 마침내 문화와 그녀의 기독교 신앙 사이의 
균형을 찾아, 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2019년 여름에, 맥키니는 유엔 여성 지위 
위원회 63차 회의에 참석했다. 맥키니는 인종 평등 및 
여성 다문화 사역부서의 미원주민 다문화 교회 지원 
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젊은 미원주민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장로교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흑인의 생명도 (여전히) 중요하다 
자료를 찾아보라. 문화로 합리화하지 말라.그 문제에 
관한 대화를 시작해보라. 이는 성별 및 인종 정의 
사역의 부사역자인 새니어 D. 레너드 목사가 말하는 
방법으로 교회와 동조자들이 인종차별과 싸우며 
BLM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운동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자칭 "사회적 정의 신앙 폐지론자 (social 
justice faith abolitionist)"는 더 연합된 나라와 교단에 
대해 설교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을 
백인들은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서로를 교육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곧 다른 사람의 생명이 똑같이 중요한 
것을 멈춰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레너드는 
말했다. BLM 운동은 트레이반 마틴(17)을 살해한 조지 
짐머만이 무죄 방면되면서 2013년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생명의 살아있음에 대한 운동이자 흑인의 생명을 
전혀 돌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저항이었다. 

미국장로교 회원들이 시민 지도자들과 함께 행진하여,  
국가의 현금 보석금의 불공정한 관행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일조했다. (사진 제공: 태미 워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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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신학생들이 테네시의 헤일리 농장에 모여 유색인종 
신학생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사진-그렉 브레크/식스뷰 
스튜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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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중의 활력도

적응해서 관련성을 유지하기  
볼티모어의 이너 하버 (Inner Harbor) 지역 개발로 
인해 라이트 스트리트 장로교회는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다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인가. 
주변 지역이 고급 주택단지로 바뀌면서 교인 수는 
줄어들었고 빈민 구제 사역은 문닫을 위기에 처했다. 
라이트 스트리트 교회는 변신을 꾀했고 1001 새예배 
공동체가 되어 교인 수가 거의 두 배가 되었다. 교회의 
변화는 젊은 전문인들로 이루어진 더 부유하고 
세속적인 공동체로부터 예배자들을 모았다. 그 
교회는 그 공간부터 환경에 맞춰 바꿨다. 강단, 카펫 
등과 같은 전통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했다. 라이트 
스트리트 교회의 목사 팀 휴스 윌리엄스는 예배당 
공간을 다목적 공간으로 바꾼 것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교회는 
주변 이웃이 더 잘 살게 되었어도, 그의 정의 사역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장로교 선교국은 선교 프로그램 
기금을 통해 라이트 스트리트 교회에 $7,500 을 
초기 기금으로 지원했는데, 인종 평등 및 다문화 여성 
사역부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컨퍼런스는 일주일 간의 교육을 제공함  
장로교 음악인 협회 연간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는 깊은 감동이다. 
왜 그런가? "제 생각에 최고의 대답은 성령의 역사, 
즉 매년 모이는...은사가 많은 리더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데이빗 갬브럴 목사가 
말했는데, 그는 미국장로교 신학 및 예배 사무국의 
신학생 담당자다. 2020년에 50주년이 되는 이 
컨퍼런스는 신학생들이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할 때 
그들을 인도하는 교육적인 경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장로교 선교부의 예배 지원 기금을 통해, 여섯 명의 
신학생들이 기금을 받아 2019년도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장로교 연구 기금과 장로교 사역 기회로 
인해 감사 드립니다"라고 유니언 신학교 학생인 킴 
코일이 말했다. 

네트워크 구축  
2019년에 장로교 선교국의 기독교 교육 사무국은 
장로교 교회 캠프 및 컨퍼런스 협회 (PCCCA) 와 
연합해 스페인어권 캠핑 지도자들을 본토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캄파멘토 엘 구아시오로 데려갔다. 
이틀 동안, 이들 파견인들은 엘 구아시오의 직원 및 
이사들과 함께 일했고 그들로부터 배웠다. "우리는 
... 그들과 함께 일하며 스페인어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라고 PCCCA 이사인 조엘 윈칩이 
말했다. 엘 구아시오는 학교와 병원으로 설립되어 
지금은 그 지역에서 허리케인 피해 회복 노력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장로교 선교부의 기독교 
교육 사무국과의 협력으로 가능했다. 또 엘 구아시오는 
스페인어권 장로교 캠프와 더 나은 유대관계를 
맺으려는, —즉, 이를 더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PCCCA의 노력의 일환이다. 

재활성화 프로그램의 성공  
몇몇 노회에서 온 교단 관계자들은 미국장로교의 
활력있는 회중 사역 과정에 대해 명확한 평가를 햇다. 
장로교 선교국 사역은 활력있는 회중의 일곱가지 
지표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재활성화되도록 
인도하고 있다: 평생에 걸친 제자 교육; 계획적이며 
진정성 있는 전도; 외부로의 성육신적 지향; 종의 
리더십 강화;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돌봄의 관계; 
교회의 건강. 활력있는 회중 사무국은 미국장로교 
신학, 교육 및 전도 사역의 일환이다. 역사 연구와 
땅밟기 기도는 새로운 목적 의식과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코디네이터인 캐서린 스레드길 목사는 
말하고 있다. 이 과정은 미국 교회 생활 설문지를 
작성해 각 교회가 각각의 일곱가지 지표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게 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이 
지표들에 대한 교회의 활동은 기금 신청시 고려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2-47

Dr. 마가렛 보울즈 목사는 산호세 노회의 활력있는 회중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다. 그녀는 노회와 그 교회들 사이에서 건강한 활력과  
변화를 목격해 오고 있다. (사진 제공: 커브넌트 장로교회,  
팔로 알토, 캘리포니아)



영화 "플린트: 한 미국 도시의 중독 (Flint: The Poisoning 
of an American City)"데이빗 반하트감독과 장로교 재난 
보조국의 스토리 프로덕션스 (Story Productions)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미시건 주의 그 도시의 수질 위기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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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미국장로교 교회들과 선교 
협력체들이 위기와 재난에 
의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공동체들을 돌봄으로써 
그리스도의 치유와 사랑을 

목격하게 함. 플린트 시의 수질 위기에 대해 말하기 
장로교 재난 보조국 (PDA)의 스토리 프러덕션스는 
수질 위기로 인해 시달리는 미시건 주의 플린트 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영화 "플린트: 한 미국 
도시의 중독 (Flint: The Poisoning of an American 
City)"를 제작했다. 플린트 시는 환경 재앙과 
동의어가 되었는데, 노후한 상수도관에서 나온 납이 
식용수에 녹아 들어가, 주민들을 중독시키고, 또 거대 
제조업체였던 제너럴 모터스가 떠난 이후 휘청거리고 
있는 도시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에 등장한 많은 주민들은 신부전, 뇌손상 및 
뇌 발달장애 등과 싸우고 있다. 수질 문제는 계속 
심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결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PDA는 영향을 받은 지역의 교회와 선교 
협력체들을 지원해서, 자연 재해 뿐만 아니라, 집단 
총격 사건, 난민 위기와 같은 인재에 대응하고 있다. 

재앙이 발생했을 때, 장로교인이 개입함  
"필요가 있다면...장로교인들은 항상 관련합니다"
라고 장로교 재난국의 전국 재난 대응팀의 짐 커크 
목사가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인 것은, 아이오와 재난 및 
인적 자원 위원회 (Iowa Disaster Human Resource 
Council)의 단 햄프턴 봉사상 (Don Hampton 
Service Award)은 장로교 재난국 전국 대응팀의 장기 
회원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는데, 이 상의 수상자 
두 사람이 모두 장로교인이라는 점이다. 이 상의 
수상자, 리차드 리터는 팀 루비콘 (Team Rubicon)
의 노련한 자원봉사자로 2018년 7월에 마샬타운을 
휩쓴 토네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는 앱을 만들었다. 마운트 플레즌트 
제일장로교회는 아이오와 이민자 보호 단체 (Iowa 
Welcomes its Immigrant Neighbors; IowaWINS)
와 협력해, 이민국 경찰의 추적을 받는 이민자와 난민 
가족들을 도운 공로로 이 상을 수상했다. 체포된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법적 지원을  
하기도 했다. 

믿음으로 화재와 싸움  
"이는 산불이 일어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
언제인가'의 문제다"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말했다. 기후 변화는 골든 스테이트에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냈다. 더 큰 규모의 산불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건조한 환경, 강한 바람, 절단되어 
떨어진 전깃줄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노회와 
교회들은 장로교 재난 보조국 (PDA)의 도움을 받아 
산불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전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새로운 산불의 발발에 대비하고 있다. 
2019년에 PDA는 $212,500 이상의 무제한 기금을 
산불 대응에 기부했다 —이를 통해 약품과 모유를 위한 
냉장고를 공급하고 발전기나 태양전지와 같은 대체 
전기를 공급했다. PDA 는 주로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으로 기금을 충당하는데, 위기에 대응할 사람들의 
교육도 조직해 진행하고 있다. 

장로교 재난 보조국과 이벤타이드 커뮤니티 (Eventide 
Community)/재난 대응 사역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은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의 아냐스코 
지역을 청소하고 재건했다. (사진 제공: 낸시 디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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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마다가스카르의 FJKM 학교에서 
 과일 나무를 심기 위해 들고 있다. (사진 제공: 댄 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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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은 개혁신학 전통의 특징 
중의 하나다. 교회의 교육적인 

사명은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회가 마다가스카르의 기후 위기와 싸움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기아와 생물의 다양성의 상실에 
의한 도전이 기후 위기로 인해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장로교의 자매 교단인 
Fiangonan’i Jesoa Kristy eto Madagasikara (FJKM)
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FJKM에 의해 훈련된 
전도사들은 마다가스카르의 어려움들과 싸우고 
있는데, 음식을 재배하고 빠르게 자라는 나무를 심고, 
농부들을 훈련하고 그 지역의 동물들을 연구하고 
있다. 마다가스카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국가군에 속해있다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수백종의 마다가스카르 
식물과 동물 들은 이 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들인데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이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많은 것들이 완전히 멸종하게 될 것이다. 생산을 
목적으로 벌목하면서 이 또한 이 나라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세계선교 보조는 
장로교 기아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제공된다. 

관대한 교육 기금 모금  
토니와 릴리아 아카발은 각각 삼십 년 전에 과테말라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온 후 학교에 다니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기억하고 있다. "소외되었다고 
느꼈어요"라고 릴리아는 말하면서, 그녀의 세 자녀들이 
"같은 일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느다고 덧붙였다. 이 
가족은 뉴멕시코 알버커키에 있는 미국장로교 소속 
학교인 메놀 학교에서 소속감을 발견했다. 아카발 
가족의 아이들은 학교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다른 이들의 관대함이 없었다면 이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미국장로교의 '성탄의 기쁨 
헌금'을 통해 메놀 학교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확대 지원할 수 있었다. 이 헌금은 또한 연금국의 
보조 프로그램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전현직 교회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고 있다. 

르완다 내의 변화 
르완다의 카부카 장로교회는 작은 행위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나라의 
두 개의 주요 학교 —카부가 (310명 재학)와 무윰바 
(192명 재학) —는 유치원때부터 학생들에게, 나무 
심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이 환경에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 교육 방법은 생물학적 
다양성 보호에 기여하고 있고 학생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물들을 위한 
그늘과 집, 소음 차단벽, 치유 및 건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또 이들을 돌보는 임무를 받는다 —
이를 통해 재확인, 책임, 창의성의 정신을 발전시키게 
된다. 장로교 선교부는 지역 교회들 및 신앙 공동체와 
협력해 세계 선교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 등록한 학생들이 르완다의 카부카 장로교회에서 자신들이 
심을 나무를 들고 있다. (사진- 엔다이제예 무니얀상가 

올리비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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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이 메리 제인 벨로소를 위해 사전 철야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스냅 마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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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 매매

인신 매매는 현대판 노예 
제도다. 약 800,000 명의 

사람들이, 그 중의 약 80%가 
여성이며 50%는 미성년자인데, 

국경을 통해 인신매매되고 
있다. 이 숫자에는 자국 내에서 

인신매매되는 수만명의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신매매 보고서,"  
미국무부, 2008

'마몬지 (Mamonji)'가 인식을 높이고 있음 
"교회는 인신매매의 위험성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돕는 도구입니다"라고 크리스티 보이드 선교 동역자가 
말했다. 그녀는 현재 마다가스카르 해안 지역에서 "
마몬지 (Mamonji)"-"구출"이라는 뜻-라는 캠페인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고 있다. 이 반인신매매 캠페인은 2019년 
여름에 시작되었다. 크리스티와 그녀의 남편, 제프는 
마다가스카르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및 협력자들과 
함께 인신매매를 막고자 싸워나가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당신은 판매용이 
아닙니다"라고 크리스티가 말했다. 평화 및 지구존 
증인 헌금에 동참하셔서 세계선교를 통해 교회 
사역자들의 평화와 화해의 사역을 지원해 주세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발언하기  
미국장로교의 전세계 협력 단체들, 즉 필리핀 연합 
그리스도교, Migrante International(국제 이민자 
단체), Churches Witnessing with Migrants (이민자 
보호 교회), 선교동역자 캐시 장 목사 들은 인신매매 
희생자인 메리 제인 벨로소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옹호하는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의 일부다. 필리핀 
태생인 그녀는 납치범이 그녀에게 마약 밀수를 시켜서 
헤로인을 밀수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이 보류되어, 벨로소는 그녀의 인신매매범의 
재판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 거의 십년 
동안, 교회와 이민자 단체들은 벨로소를 지원해  
왔는데 —기도와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서 
지원해 왔다. 이 캠페인은 모든 인신매매 
희생자들에 대한 정의를 #SavetheLifeofMaryJane, 
#LetMaryJaneTestify와 같은 사진과 해시태그들을 
통해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다. 

크리스티 보이드, 콩고 공화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선교동역자가 마다가스카르의 
반인신매매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리치 코플리)



난민 아동들이 외상장애 회복 프로그램에 참가해, 하나님의 눈으로 
본 자신들의 모습을 찾고 또 자신들이 사랑받고 가치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다. (사진 제공: 스캇 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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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난민 위기
신학적, 윤리적 원칙에 따라, 
미국장로교는 장로교인들과 
정부가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이고 

미국 내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정한 

법을 집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권면한다.

공동체에 관여하기 
"많은 경우 신규 이민자들은 새로운 지역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속감을 찾기가 어렵다"
라고 조지아 주 스톤 마운틴 MDM(Memorial 
Drive Medules) 의 책임자인 데이비드 로스 
목사는 말했습니다. 장로교 자력계발위원회
(SDOP)는 MDM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이 속한 지역사회에서의 보조금 워크샵 
및 기타 활동을 제공한다.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이 지원하는 장로교 선교단체인 'SDOP'는 
가난과 억압, 부정을 영구화하는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대표들은 지난 10월 조지아에서 보조금 
수령자들과 만나 MDM의 난민 가족 리터러시 및 
ESL 부터 바느질, 베이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대해 배웠습니다.

중동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사역  
미국 장로교단은 중동 파트너들과 힘을 합쳐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난민 어린이들을 섬겼습니다. 미국 
장로교단 에큐메니컬 동료인 스콧 파커는 레바논의 
이주 아동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풀고 관리하는 것을 
돕습니다. 파커와 함께 일하는 아이들 중 상당수는 
폭력을 피해 이라크와 시리아 등 고국을 떠났습니다. 
파커는 "아이들이 펀안히 놀 수 있고 안전한 장소에 
있을 때, 이것은 아이들이 어려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동교회협의회(Middle East Council of Churchs)
인 '강한 아이들, 강한 감정' 사역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12세의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베이루트에서 시작된 연극 기반의 외상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파커는 종교간의 
우정이 빠르게 발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동정심을 가지고 환영하라;  
장로교 재난 지원국의 지원금으로 남부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동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태평양 노회와  
산 가브리엘 노회는 크리스티 반 노스트란  
(엘살바도르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을 담당자로 
모셔 이민자들과의 연결 능력과 그의 사역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반 노스트란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화하는 사람마다 '예, 
우리 개체교회는 이런 사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집에서 환대를 제공하도록 격려하고, 음식과 서비스를 
자원하며, 워싱턴 D.C.에 있는 공적 증인 사무소를 
대변하여 망명 신청자들을 옹호하는 — "세가지 목회의 
기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희망은 다른 교회들도 
같은 일을 하도록 고무하는 것입니다.

국경에 눈을 두고 
장로교 선교 위원회는 지난 4월 미국 국경순찰대 
요원을 만나 애리조나-멕시코 국경지대에 대한 
요원들의 업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제는 가족 
분리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불법 이민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더글라스 국경경비대 
감독관인 매트 보워스는 "이 문제는 그들이 오는 
나라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MA 회장 
겸 상임이사인 다이앤 모펫 목사는 "우리는 하나의 
인류"라고 대답했습니다...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신학을 믿는다." 바우어스는 "요원들은 종종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한 채 법을 집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거의 
보도되지 않은 요원들의 선행 예를 들자면, 음식과 
물이 없는 사람들을 구조한것과 멀리 떨어진 산길에서 
발견된 불법체류 여성의 출산을 도왔던 일 등입니다.

비마 타파(Bhima Thapa)는 부탄과 네팔 출신인데 스톤 
마운틴의 메모리얼 드라이브 사역의, 저스트 베이커리 

(Just Bakery)의 수석 제빵사입니다. (사진 제공: 리치 코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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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 베어 목사는 지구 관리를 위한 장로교인들로부터 신흥 
지구 관리 리더 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진 제공: 리치 코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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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너무 훌륭하고, 너무 오래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창조물을 

회복하는것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미국 장로교단 환경 정책 성명서

작은 태양열, 큰 영향 
스펜서 장로교회는 단 7명의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투자융자프로그램의 '복원 창조론'의 도움으로 
태양열 발전으로 전환했습니다. $43,000 달러의 
대출금은 $10,000 달러(미국)의 미국 장로교 
보조금과 $6,000 달러의 시설 예산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는 웨스트버지니아 교회의 에너지 필요 
수요의 95%에서 100%를 감당하는 사업입니다. 
브렌다 윌슨 장로는 "장기적으로는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에 좋다"고 말했습니다. 스펜서는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이 후원하는 장로교 기아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생활과 지구관리 관심'의 
일부인 미국 장로교 지구 돌봄교회가 되었습니다. 
개체교회는 또한 예배와 더 많은 것을 탄소 발자국 
감소에 맞추어 개조했고, 폐기되지 않는 식사 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친환경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구에 대한 사랑을 기리는 것 
지구보호 장로교인들은 지난 8월 전국회의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 
데이턴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의 지구책임사역팀이 
복원창작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팀은 공정 거래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제품과 배터리를 재활용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위치한 포레스트 레이크 장로교회, 
나탈리 "리" 피핀 목사는 장로교 기아 프로그램의 첫 
번째 지구 관리 개체교회로, 지속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리더십과 격려로 윌리엄 깁슨 에코-저스티스 
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네소타 주 성바울시, 중앙 
장로교회의 애슐리 베어 목사는 환경운동으로 이머징 
어스 케어 리더상 (Emerging Earth Care Leader) 
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미국 장로교의 화석 자유 
행진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화석 연료 
회사들로부터 투자금을 빼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스펜서 장로교회는 태양전지판을 전용했습니다.(사진제공:  
스펜서 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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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구보존 (Earth Care) 전국대회 참석자들이 
스토니포인트센터에서 케일을 친히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린 모뉴크-풀드, 조 랜돌프, 아미라 아부루호드 
(농부 직원) 그리고 다니엘라 오초아 곤잘레스.  

(사진 제공: 리치 코플리)  

뉴올리언스의 야채 협동조합( VEGGI Farmers Cooperative
는 이스트 뉴올리언스의 식료품점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팔 
신선한 야채를 재배하는 다민족 농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사진제공: 로빈 데이비스 세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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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정의

식량 정의 (Food Justice) 는  
소외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저렴하고 건강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구보존 (Earth Care) 컨퍼런스에서 지구 돌보기  
참가자들은 2019 장로교 지구보존 전국대회에서  
손에 흙을 묻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뉴욕시 
스토니포인트의 스토니포인트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만남의 장소와 일용농장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센터 주춧돌 정원에서 케일을 수확하고 
관개선과 함께 작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원에서 
고른 많은 것들이 스토니포인트 부엌으로 가서 진정한 
농장에서-식탁으로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농부 직원 
아미라 아부루호드는 "땅을 경작하고 영을 키우라"
고 말했습니다. 농부들은 매일 정원에서 일하지만, 그 
회의는 어떤 일꾼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장로교 선교국의 여러 
부서중, "지속 가능한 생활과 지구 보존과 우려와 신학" 
그리고 "형성과 전도"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농장 노동자들 대 패스트푸드 대기업 
미국 장로교는 기독교 교파 중 처음으로 Fair Food 
Hungry Program 지원을 거부하는 패스트푸드 
대기업에 대한 보이콧을 승인했습니다. 이모칼레 
노동자 연합이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농업 부정을 
강조하고 "참가 농장에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노동자들의 인도적인 임금과 근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웬디식당 (Wendy's) 의 지지 거부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뉴욕에 모였습니다. 장로교 기아대책의 전국 
기아 문제 (National Hunger Concerns) 

담당자인 앤드류 강 바틀렛은 우리는 
농장 노동자들과 "그들의 장기간의 투쟁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동참했습니다.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은 
배고픔을 완화하고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PHP (장로교 기아대책) 의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셧다운 중에 연방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역 
펜실베이니아 모리스빌 장로교회의 푸드센터는  
지난해 미국 정부의 셧다운 사태 속에서 휴직된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셧다운은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 
지속됐습니다. 셧다운은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서 
장벽 건설에 관한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연방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1997년 문을 연 푸드센터는 대부분 
지역교회의 기부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셧다운과 같이 일시적이고 
갑작스러운 필요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자원으로 
개방되었지만, 빈곤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식량 
지원을 제공하도록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로교 선교국 공적 증인 사무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모칼레 노동자 연합은 루이빌 대학 외곽의 패스트푸드 대기업과  
미국 장로교 본부에 항의했습니다. (사진제공: 릭 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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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국제평화 중재자 루시 애워트 다비와 아들  
라파엘은 렉싱턴에 있는 호렙산 장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진제공: 리치 코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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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화해

우리의 사명은 폭력의 문화를 
평화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영향이 전세계로 나아감  
이문숙 목사는 1945년 일본에서 핵무기로 사망한 
200,000 명 중 절반이 한국인으로, 일본에 끌려온 
사람들이라고 테네시 시민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 현실을 알게 되어 기뻤다,"라고 한인설교자는 
말했습니다. 이목사는 장로교 선교국 대행기관의 
평화 만들기 프로그램의 2019 국제 평화 중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피스 앤 글로벌 증인 헌금 
(Peace & Global Witness Offering)덕분에, 평화 
유지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국제 여행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언론인 아나스타시아 로지코바는 
(Anastasiia Rozykova) 알라바마와 오리건에서 
참석자들에게 러시아에서의 정치와 삶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Erlinda Maria Quesada 
Angulo는 식량 생산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깨우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84년 
이후, 60개국에서 온 약 300명의 PMA 피스메이커 
(평화 중재자) 들이 미국 장로교를 통해 초대 
받았습니다.

콜롬비아의 공포 분위기와 싸우며 
유엔 장로회(PMUN)는 콜롬비아의 평화 회복을 
돕기 위해 콜롬비아의 교회 및 교회 단체 대표들과 
함께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디파즈 (DiPaz)
로 알려진 대표단은 2019년 6월 회의에서 사회 
지도층 살해를 포함한 인권 침해를 묘사하고 평화 
회담을 주장했습니다. 콜롬비아 인도주의의 위기는 
2016년 평화협정에 대한 새 지도부의 반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콜롬비아의 평화 협정이 

훼손될 위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더글러스 레너드 목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에큐메니컬 유엔 사무소와 세계 교회 평의회의 간부를 
맡고 있습니다. PMUN에의 지원은 전세계 공동체에서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사역하고 있는 장로교인들을 
서로 연결합니다.

총기 폭력에 맞선 젊은이들 
총기 폭력은 라니야 엠 (LaNiyah M.) 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리노이주 한 청소년은 
2018년 시카고에서 총격을 당했습니다. "나에게 
그런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젊은이들의 평화 만들기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인 BRAVE(Bold Resistance 
Against Violence Everywhere)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니야는 2019년 7월 장로교 평화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웨비나에서 
"우리의 성지를 지키는 것: 총기 폭력에 
대한 1년 동안의 모습과 신앙 공동체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설했습니다. 다른 청소년 연사로는 
버지니아의 칼레아 제이(Kaaleah J.)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입니다. 장로교 평화 
만들기 프로그램: 동정심, 평화와 정의; 그리고 기독교 
형성 사무소는 총기 폭력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부처들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장로교 평화 만들기 프로그램과 장로교 평화 
펠로우쉽에서 나온 일년짜리 '우리의 성지를 지키는 
것' 시리즈 중 첫 번째 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로교 
특별 헌금을 통한 오순절 헌금으로 뒷받침 됩니다.

STANDING OUR HOLY GROUND
A YEAR-LONG LOOK AT GUN VIOLENCE & WHAT THE FAITH COMMUNITY CAN DO ABOUT IT



청년 자원봉사자 (YAV) 수산나 스터브스 (가운데)와 늦은 
봄 학교 학생들은 23마일을 하이킹하여 지리산 국립공원에 
가장 높은 봉우리까지 마침내 오르는 것에 흥분했습니다.(

사진제공: 수산나 스터브스)

레지 존스(오른쪽)가 뉴올리언스의 1001 개의 새로운 예배 
공동체 가든인 옥라 수도원에서 상추 수확을 도왔습니다. 
(사진제공: 옥라사원 커뮤니티 기빙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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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원봉사자들 (YAVs)

"저는 주변 사람들 얼굴뿐 
아니라 주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봉사하는 한 
해 동안 저는 봉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엘러트, 청년 자원봉사자, 
뉴올리언스에서 봉사

공동체와의 일치를 통해 배우기  
새로운 주택 모델은 한국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언어의 격차 극복 등 그들이 자원한 지역사회에 
몰입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혜영 YAV 사이트 
코디네이터는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체에 거주하며 교육, 평화, 
정의를 추구하는 사역들을 통해 빈곤을 해소한다"
고 말했습니다. 수산나 스터브스는 늦은봄 문익환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하는 
동안 심신미약에 시달렸고, 농사를 배우고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4일 동안 23마일을 하이킹했습니다. 
아만다 키르크세이는 주민교회와 복지관 근무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을 
대변하도록 하는 법을 배우면서 "경험의 모호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로교 선교국의 일년 동안 진행되는 
청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오순절 헌금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글래스고를 만들다'  
청년 자원봉사자 트레이시 라마르, 크리스 
샤르스타인, 헬렌 리처드슨은 글래스고와 영국에서 
이민을 연구하며 일년을 보냈습니다. 오순절 헌금이 
후원하는 장로교 선교국의 청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세 명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메카인 이 지역에서 인종, 계급 및 시민권 지위의 
차별을 완화하는 지역 단체들을 도왔습니다. 청년 
자원봉사자들은 서비스 기간 내내 "후한 환대, 
회복 및 희망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스코틀랜드인들이 기습 추방 공습에 대해 
이민자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며 
첫 콥트 정교회 부활절에 환영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미국장로교와 교단 파트너를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명에 관한 장로교 세계 선교국의 출판물인 
미션 크로스로드에 실렸습니다.

청년 자원봉사자 공동체 정원과 함께 수확하며 
레지 존스는 뉴올리언스의 비둘기 마을 인근에 있는 
커뮤니티 정원인 오크라 수도원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식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축제를 벌입니다 ...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진 것 같습니다"고 존스는 말했습니다. 1001 
새로운 예배공동체인 정원에서 재배한 음식은 매주 
식사로 제공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은 오순절 헌금에 의해 지원됩니다. 정원은 
존스의 첫 번째 선교 사업이 아닙니다. 그는 허리케인 
매튜 (Hurricane Matthew) 이후 재해 지원을 
도왔으며 미얀마 난민 어린이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훼잇빌 주민들은 농학의 영적 
원리와 지속적인 농사를 위한 영향력을 연구하면서 
신학교에서 계속 일할 계획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  
노아 웨스트폴은 오스틴 장로교 신학교에서 일년 
동안 의도적인 공동체에서 일했으며, 장로교 선교국의 
청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과 지역 
사회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종교 간 옹호 단체인 텍사스 임팩트에서 일했습니다. 
웨스트폴은 "허리케인 하비 대응에 대한 시간 및 보물: 
신앙을 기반으로한 투자"에 대한 연구와 재해 후 신앙 
지도자들의 복구 노력을 조정하는 텍사스의 하우스 
법안 3616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또한 
프론테라 드 크리스토와 함께 미국-멕시코 국경사역에 
참여하는 여행을 하였습니다. 청년 자원봉사자 
서비스에 앞서 웨스트폴은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에서 
미국 시민권 시험 연습 모임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을 
가르쳤습니다. 



15일 된 소녀가 미리암 모리젠 목사로 부터 플랫헤드  
(Flathead River)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리암 모리젠 
목사는 글래시어 노회, 스케이트보드 공동체를위한 "시리어스 
주주" (Serious JuJu) 사역의 담당자입니다.  
(사진제공: 밥 폴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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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예배 공동체들

미국장로교 전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변화하는 우리의 

문화를 위해 새롭고 참신한 
형태의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영감을 받은 지도자들을 
기르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제자들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와 목회가 충돌하다 
미국장로교의 1001 새로운 예배공동체 운동은 2012
년 시작된 이래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새로운 사역 
결성을 후원해 왔습니다. "시리어스 주주" (Serious 
JuJu)"사역은 빙하 노회에서 스케이트보더들과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며, 장로교 선교국에서 
지원하는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2019년 8월 몬타나주 플랫헤드 강에서 15일 된 
아기와 어린 소년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노스웨스턴 몬타나에 사는 젊은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교 프로그램 보조금을 통해 "
시리어스 주주" (Serious JuJu)"를 돕고있습니다. 이 
보조금들은 인종의 형평성과 여성 문화부를 통해 
제공되며, 새로운 예배 공동체와 기존 개체교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간 공의회의 노력입니다.

'다문화 교회'가 번성하다 
미주리 주 캔사스시티의 오픈 테이블 (The Open 
Table)은 "다문화 교회"의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1001 
새로운 예배공동체의 시작은 모두 백인들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지도자 팀을 구성하여 유색인종과 
LGBTQ+ 회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닉 
피크렐은 "우리는 어떤 형태의 억압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교회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로교 선교국 보조금으로 인종적 형평성 및 여성 
문화부 등을 통해 반민족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포괄성을 교육하며, 정기적으로 회식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화를 위해 모입니다. 미국장로교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창설을 장려합니다 

지원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미국장로교의 지원이 없었다면 데니스 맥레오드 
목사는 그녀가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과부가 된 맥레오드 목사는, 플로리다 
주 키 웨스트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 이제 대학 4학년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 맥레오드 목사는 장로교 
선교국의 재정 지원을 통해 목회자들을 위한 대출 
탕감 프로그램를 신청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 
있는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삼년 전 트리니티에서 '하나님을 위한 울림(Ringing 
for God)'이라는 1001 새로운 예배공동체 사역을 
시작한 맥레오드 목사는 $15,000 달러 이상의 빚 
탕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는 약 75명의 젊은이들이 
모며 댄스와 찬양 사역도 확장되었습니다. 맥레오드 
목사는 받은 도움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마다가스카르의 한 정원에서 줄지어 있는 
식물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사진 제공: 롤랜드 라자피아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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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는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고 실천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증진하기 위해 
사랑과 에너지로 노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선교와 사역

선교 참여 자문단 
우리 지역 선교 참여 자문단 네트워크는 중간 공의회와 
개체교회들의 장로교 선교국의 업무를 해석하고 
지원하고 전략적 청지기 캠페인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cusa.org/mes-tea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장로교(Presbyterians Today)  
오늘의 장로교는 수상경력에 빛나는 교단 공식 
잡지로서 격월로 발행되며 구독자수는 50,000명 
이상입니다. 잡지의 모든 내용들은 장로교 선교국의 
업무를 지지하고 해석하며 개체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효과적인 사역에 종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usa.org/today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교 뉴스 서비스 (Presbyterian News Service)  
우리의 자율 유선 서비스는 교회의 공식 통신사입니다. 
매주 PNS는 선교와 사역에 초점을 맞춘 수십 개의 
주요 뉴스 기사, 특징, 그 밖의 내용, 모임, 중간공의회, 
장로교인들에 대한 뉴스, 파트너 등을 뉴스에 출판하고 
배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usa.org/aboutpcnew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 
장로교 선교국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여러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수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우리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사려 깊고 존경스러운 대화와 
오늘의 이슈에 대한 대화를 장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usa.org/socialmedi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 워크숍 (Communications 
Workshops) 
장로교 통신 네트워크 (The Presbyterian 
Communicators Network)는 중간 공의회와 모임을 
위해 소셜 미디어, 뉴스레터, 웹사이트, 미디어 관계, 
이야기 쓰기 등과 같은 많은 의사소통 주제에 대한 
현장 워크숍을 인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usa.org/communicat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컬럼비아 신학교의 윌리엄 P. 브라운 박사가 "Vital Congregations" 
모임에서 "경이로움" ("wonder")에 대한 발표를 마친 후, 마가렛 
볼레스 목사는 개체교회에 경이로움에 대한 강림절 소책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책자에는 자신의 교회 자녀 중 한 명인 소피아가 
애벌레와 만나는 사진이 담겼습니다.(사진제공: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코버넌트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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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위원회
마크 브레이너드
신티아 에르난데스-디아즈
워런 레세인(의장 당선자)
다이앤 모펫 (당연직)
조 모로(의장)
멜린다 샌더스
팻시 스미스
셰난 반스-오캄포
제프리 조 

인사 & 공천
스테파니 앤서니
마크 브레이너드 (의장)
봉 브링가스
린제이 하렌-루이스
케빈 존슨
지나 미스터
제임스 파크스
셰난 반스-오캄포
플로레타 바비-와트킨스
타마라 윌리엄스
니컬러스 요다

재산/법률
세실 코벳
말시 글라스
케네스 고드셸
미셸 황
이 (Jenny) 윤진
라파엘 메디나
멜린다 샌더스 (의장)
팻시 스미스
브렌턴 톰슨

자원 할당  
및 관리
신티아 에르난데스-디아즈
제프리 조 (의장) 
워런 레산
캐시 마우어

앨리스 리길
라울 산티아고 (대표)
캐시 터프스트라
주디스 웰링턴
수잔 원더랜드

몸을 양육하다
크리스챤 제이 기슬러 
린제이 하렌-루이스
미셸 황
제프리 조
멜린다 샌더스
패시 스미스 (의장)
브렌턴 톰슨
타마라 윌리엄스
수잔 원더랜드
니컬러스 요다

중간 공의회
스테파니 앤서니
마크 브레이너드
신티아 에르난데스-디아즈
케빈 존슨
이 (Jenny) 윤진
워런 레세인(의장 당선자)
앨리스 리길
플로레타 바비-와트킨스
주디스 웰링턴

세계를 위한 전도
봉 브링가스
세실 코벳
말시 글라스
케네스 고드셸
캐시 마우어
라파엘 메디나
지나 미스터
이벳 노블-블룸필드 
제임스 파크스
캐시 터프스트라
샤난 반스-오캄포 (의장)

총회 선교국 이사회 회원 
(2020년 4월 기준)

객원회원
빌마리 신트론-올리비에리  
공동 총회장, 제223차 총회 (2018)
데이비드 돕슨  
장로교 출판사 회장
Rt. 제이 크리스티안 기슬러 목사  
에큐메니칼 자문위원, 모라비아 교회
신디 콜만  
공동 총회장, 제223차 총회 (2018)
캐시 루커트  
회장 미구 장로교 회장, 법인체
다이앤 모펫  
장로교 선교국 사무국장/회장 
제이 허버트 넬슨, II,  
미국 장로교 총회 사무국 서기
이벳 노블-블룸필드 
 에큐메니칼 자문 위원, 자메이카  
유나이티드 교회 와 케이맨 제도
제임스 G. 리슬러  
회장, 장로교 투자 및 대출 프로그램 Inc.
프랭크 C. 스펜서  
회장, 미국 장로교 연금위원회
토머스 F. 테일러  
장로 재단 회장 겸 CEO

그들의 봉사와 사역에 감사하며, 우리는 2019년에도  
수고했던 다음과 같은 이사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칩 로우와 콘래드 로차.



태국 치앙마이 우산마을에서 한 여성이 손으로 종이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제공: 캐시 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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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교국
재정 지원의 출처

장로교 선교국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네가지 주요 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인다우먼트, 이자 및 배당금; 자원 및 특별 행사의 매출; 상회비. 
2019년 총 장로교 선교국의 수입과 이익은 7,330 만 ($73.3 million) 달러였습니다. 순자산은 5억 8천 5백 9십만 달러 ($585.9 million) 달러였습니다.

주 : 2019 년 미국장로교 법인에 대한 전체 회계 감사 및 통합 재무 제표는 presbyterianmission.
org/financials 에서 온라인으로 받거나 100 Witherspoon St., Louisville KY 40202에 있는 총회 
선교국(Presbyterian Mission Agency)에 연락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800-728-7228

기부자의 
제한 없음

기부자의 
제한 있음 총합계

자금의 출처 (백만 단위)
   기부금
   인다우먼트, 이자 및 배당금
   자원 및 특별 행사의 매출
   상회비

$ 8.8
9.9
7.7
3.0

$28.8
11.2
3.9

0

$37.6
21.1
11.6
3.0

총합계 $29.4 $43.9 $73.3

자금 사용량 (백만 단위)
   긍휼, 평화, 정의 사역
   인종 평등과 여성의 문화간 사역
   신학, 형성 & 전도
   세계선교부
   커뮤니케이션
   선교 참여 및 지원
   행정 서비스 그룹
   일반 & 행정
   기타

$1.7
3.1
5.3
3.8
1.8
0.6
5.4
1.3
0.2

$14.9
3.1
5.8
15

1.0
0
0

0.3
2.3

$16.6
6.2
11.1

18.8
2.8
0.6
5.4
1.6
2.5

총합계 $23.2  $42.4 $65.6

선교의 청지기 그리고 총회 선교국 상회비 
   프로그래 비용
   관리 및 경상 비용
   모금 비용

89%
4%
7%

총합계 100%  



Presbyteri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00 Witherspoon Street  | Louisville, KY 40202   
presbyterianmission.org

추가적인 l연간보고서l를 요청하려면 Debbie Gardiner 800-728-7228,  
내선 번호 5988 또는 debbie.gardiner@pcusa.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cebook.com/pcusa
Twitter.com/pcusa_so
instagram.com/pcusa

2019 장로교 청소년 트리니엄(Presbyterian Youth Triennium)폐막일 (사진 제공: 리치 코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