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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제자회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광야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황하며, 우리가 경험했던 편안함을 갈망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시기가 무엇으로 변화될지 담대하게 상상할 수 있다면,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복잡하게 얽힌 여러 위기들은 각기 우리에게 위기와 함께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총회가 취소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재점검하게 만들었으며 보냄을 받은 교회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 정의 (Racial Justice)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은 반인종주의와 화해를 위한 교회가 되겠다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많은 이들이 필요한 자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며,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한 사역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분열과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속된 
기후 위기는 그 파괴에 일조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이끌며,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돌보라는 

부르심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분명합니다. 분열된 세상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운동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언하는 교회를 꿈꾸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용기 있게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체제, 구조, 관행을 버리고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독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려야 합니다.  
 

저는 언약 (covenant), 이야기 (story), 도구 (tools), 실천 (Practice)이라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명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 Covenant: 총회 이사회의 Governance Committee 는 언약 속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 운영과 관련한 문서들의 신학적 토대를 연구하며, 개정이 필요한 디자인 (the 
Design)의 항목들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할지에 대해 
숙고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이 작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 숙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전체 교회와 언약의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Story: 이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가 스스로를 반인종주의 

교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개개인의 삶의 정황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통된 
가치와 관행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동일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쁜 소식을 나누며,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그릴 수 있도록 저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저와의 

대화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Dear Disciples newsletter 를 구독하고 Disciples social media 를 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구 tools: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새로운 도구들이 있습니다. Alex 에 대해 이미 들어 

보셨기를 바랍니다. Alex 는 새로운 형태의 제자회 데이터베이스로 추후 기존의 연감 (yearbook)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실시간 디렉터리를 제공하고 교회 전체의 데이터 추세를 추적할 수 있게 하며, 지방회와 총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개 교회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소통을 위한 도구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한 

사역 (justice efforts)에 대한 업데이트, 총회장 메시지 (message from me), 전체 교회의 뉴스 (news from the 
whole church), 또는 목회자를 위한 자료 등 원하는 뉴스를 제공하는 email newsletters 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회와 총회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언약 안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평신도와 
성직자, 세대를 아우르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역의 은사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교회에 

불어 넣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www.disciples.org 에서 Alex 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며 뉴스레터에 
등록하고 전체 교회의 사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practice: 영적 성장과 발전에 기반을 두고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교회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전 (faith practices)은 그 사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크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환영의 표현으로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 
(communion)을 나눕니다. 우리는 침례 (baptism)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가리키는 고대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웃을 섬깁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저는 여러분이 지역 교회와 서로 

연결되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예전에 깊게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다가올 것을 
상상하고, 그 사역에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 분별하고 숙고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 (Disciples of Christ): 분열된 세상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될 때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이때 기회를 포착하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변화를 받아들이며,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게 되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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