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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2018 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새 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헌금 후원으로 지금까지 콜롬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림니다. 저는 금년 5 월로 만 65 세가 되어 현재 총회세계선교부의 규정에
의하면 금년 12 월에 은퇴 선교사가 됩니다. (물론 은퇴 선교사가 되어도 70 세까지 연장하여 사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87 년 6 월부터 시작된 선교사의 삶이 31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퇴할 때 중요한
일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역들을 다음 선교사들에게 잘 넘겨주어 선교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돕고 있는 보고타한인연합교회를 금년 2 월 말로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이양하기 위해 준비할 일이 많아서 교회를 온전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는 한인교회가 특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후원해 온 로스알페스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주었는데,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 키, 몸 무게, 신발 크기
등의 자료를 받고 한 사람이 어린이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선물을 준비 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선물을 모아 로스알페스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교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콜롬비아 장로교회와 협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세운
교회들은 콜롬비아 장로교회에 소속 되어 콜롬비아장로교회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초교파적으로 학생들을 받아 위탁 교육을 하므로 콜롬비아 현지선교회 (한국 선교사들)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과 관리는 제가 맡아온 사역입니다. 제가 은퇴하게 되면 후임 선교사가
이 일을 맡아야 됩니다. 후임 선교사가 신학교를 맡아 관리하며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적응
되어야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부터 이러한 일들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후임 선교사가 미리
정해져야 하며. 둘째, 후임 선교사의 선교비(생활비)와 신학교 운영비를 후원하는 교회들을 모집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콜롬비아 선교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하기위해 콜롬비아
선교회(후원회)를 발전시키는 일이며, 신학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신학교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사실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은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도 자연스럽게 후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신학교는 그동안 일하였던 선교사들이 기초를 잘 닦았습니다. 건물과 토지등 부동산도
상당히 마련하였고, 이 부동산들은 현지 선교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후임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운영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교수 요원도 여러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모든
교수들이 석사 학위를 가졌고, 그 중에 두 사람을 박사 학위까지(D. Min) 공부 시켰고, 앞으로도 3 년 안에
세 사람이 더 박사 학위를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콜롬비아 신학교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신학교 이사회와 콜롬비아 선교회가 조직되어 콜롬비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한 팀이되어
협력하여야 됩니다.
콜롬비아 선교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위동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들과
개인들이 콜롬비아 선교회 이름으로 후원하였습니다. 현재 고석훈 선교사와 주요한 선교사가 신학교
사역에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러서 한국에서 후원하는 각 선교사들의 후원교회들과 후원자들을
콜롬비아 선교회로 합치려고 합니다. 이미 고석훈 주요한 선교사들과 저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후원 교회들도 콜롬비아 선교에 대한 비젼과 후원을 공유할 수 있고, 현지에서도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더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해 12 월 초에 한국을
방문하여 몇몇 목사님들 (특히 저와 고석훈 주요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과 만나 이 문제를 의논하여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2014 년에 시작된 장학재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7 년) 2 학기에는 일곱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총액은 미화로 $6,600 달러 입니다.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돕고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많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100 % 전액을 어떤 사람에게는 50%(최저 지원금)를 지급하는 등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돕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담당할 후임자, 신학교 이사회 조직, 콜롬비아 선교후원회, 장학재단 그리고 보고타
한인연합교회에 꼭 필요한 담임 목사를 모시는 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람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의 교회외 가정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모든 면에 풍성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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