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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교회와 사역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박성주 목사님은 1월 6일부터 연금국에서 일을 시작했고 1월 31일 사무총장
                    직을 사임했습니다. 사무총장의 공백이 없이 NCKPC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임원회는 경험이 풍부한 증경 사무총장이신 이유신 목사님을 2월 1일부터 5
                    월 총회까지 사무총장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김응배 목사님을 미국장
                    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웹 관리와 공문발송 담당으로 임명했습니다. 
                   

                     49회 총회는 5월 19일(화) - 22일(금) 3박 4일간 열립니다. 숙박은 Wyndham 
                    Houston West 호텔에서, 집회는 휴스톤 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후일에 자손이 묻거든’(수4:6) 입니다. 후일에 우리의 후손들이 물을 때 
NCKPC가 희년을 맞아 무엇을 이루었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대답할 수 있는 총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어권 EM Conference도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영어권 목사, 전도사님들 
등록신청서는 따로 발송될 것입니다.

  총회를 위해 3분의 주제 강사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종형 박사님은 NCKPC의 산증인으로, 목회자
로, 학자로서 지난 ‘NCKPC 희년과 남길 유산’을 조명할 것입니다. 조은석 박사님은 희년의 해방을 
바라보며 ‘요시야 개혁과 한반도 통일’을 조명할 것입니다. William Yoo 박사님은 한인교회들이 ‘선
교의 대상으로부터 사역의 협력자로’ 도약해야할 사명을 조명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목회에 꼭 필
요한 다양한 웍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 청빙위원회에서 새 사무총장 청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잘하고 행정능력이 
뛰어난 새로운 사무총장이 선출되어 임원회와 환상의 콤비를 이루어서 NCKPC 사역이 활성화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희년준비위원회와 역사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 등록 신청서가 발송되오니 가능한 속히 등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CKPC 회비와 총
회 등록비를 회계 이민정 권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스톤 총회에서 반가운 얼굴로 만납시다.

  총회장 최병호 목사 드림



2. 49 NCKPC 
• 주제: ‘후일에 자손이 묻거든’(수4:6).

• 주 강사: 

     이종형 목사 - ‘NCKPC 희년과 남길 유산’

1975년 미국장로교 가입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은퇴 목사 (2007년)

장로회 신학대학원 교수 (1983-1984)

에티오피아 선교사 (2012-2014)

총회신학특별위원 (2001-2007)

유니온 신학대학원(Ph D),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STM)

장로회신학대학원(M Div), 경북대학교 사범대학(BA) 

   저서: ‘하늘과 땅의 만남’ 외 2권

     조은석 목사 - ‘요시야 개혁과 한반도 통일’

금문교회 담임목사 (1994-현재)

ABSW Adjunct Professor (현재)

한반도 통일 심포지움 (2005-2017)

GTU(Ph D/구약학),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STM)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M Div), 연세대학교 신학과
  저서: ‘What is SPR?’ (Kindle Direct Publishing)

‘Josianic Reform ...’ (Ph D Dissertation)

‘예배인간 욥기’ (제라서원) 외 다수

     윌리암 유 목사 - ‘선교의 대상으로부터 사역의 협력자로’

콜롬비아 신학교 미국교회사 교수
총회 대표위원 장로교 역사협회 이사
에모리 신학대학원(Ph D),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M Div)

펜실베니아대학교(BS)  

  저서: ‘1884-1965년 사이의 미국 선교사들’

‘미국에서 장로교회의 경험’

• 일시: 2020. 5. 19~22(화~금) 

• 장소: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 (14311 Park Row, Houston, TX 77084) 

  숙소: Wyndham Hotel, 14703 Park Row, Houston, TX 77079

      ※ 교회에서 호텔까지는 도보로 3분의 거리입니다.

 

• 총회 안내, 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일정, 

  그리고 수요일 오후에 가지는 단체관광 신청은 <별첨A>를 사용하십시오.

• 영어 목회자 EM Conference도 같은 기간에 교회 ‘비전센터’에서 모입니다. 



3. NCKPC 
• 박성주 목사의 사무총장 사임: 박성주 목사께서 연금국에 청빙을 받아 1월 6일부터 시무하였으며, 

1월 말로 사무총장직을 사임하셨습니다. 

• 사무총장 대행에 이유신 목사: 사무총장의 잔여기간을 증경 사무총장이신 이유신 목사께서 맡으셔
서 5월 총회까지 사역하시고, 웹관리와 공문발송에 김응배 목사(워싱톤에덴장로교회 담임)를 임명
했습니다.

4. 
1월 21일 NCKPC총회장 자격으로 콜롬비아 신학교 Leanne 총장을 만났습니다.

1) 총장은 직원해고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하여 연방정부조사기관과 학교내부 조사기관에서 모
두 무협의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2) 이단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틀란타 장로교한인교회 협의회에 조회하도록 제안
했습니다. 

3) 또한 시민권, 영주권이 없는 한국학생도 입학을 시켜주기로 하고, 다른 교단 신학생들이 콜롬비
아 신학교로 전학해 오는 것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4) 콜롬비아 신학교는 아틀랜타 지역 300여개의 한인교회를 위해 더 많은 한인학생들을 받아주기로 
동의했습니다. 

5) 콜롬비아 신학교가 한인교회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며 Korean American 

Center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6) 콜롬비아 신학교 졸업식에서 매년 우수한 한인 졸업생에게 ‘베다니상’을 수여하도록 했습니다. 

상금은 베다니장로교회가 도네이션합니다.

5. / /
• 전국남선교회: 전국남선교가 주관하는 모국대학생 미국방문 여정이 1월 24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재수 장로께서 인솔하신 12명의 대학생들이 시애틀에서 시작하여 샌프란시스
코,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니언, 시카고, 보스턴, 뉴욕, 수도 워싱턴을 거쳐서 올랜
드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김길수 장로(시애틀), 반천수 장로(샌프란
시스코), 최형우 장로(로스앤젤레스)와 조현대 장로(로스앤젤레스), 황세덕 장로(시카고), 이유택 
장로(보스톤), 은준표 장로(수도 워싱턴), 엄재용 집사(올랜드)께서 수고하셨고, 뉴욕은 소망교회
와 찬양교회에서 수고해주셨습니다.

• 대서양한미노회 남부지회: 1월 21일 베다니장로교회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지고 친교를 나누었습니
다. 

• 대서양한미노회: 2월 3일부터 7일까지 권영갑 선교사께서 사역하시는 온두라스, 엘 쁘레그레소에
서  최병호 목사께서 온두라스 원주민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태권도 
물품과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한인후예 부씨 가족, 꼬레아 한인 후예들을 위한 잔치도 
베풀어 현지인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의료선교의 상황을 권영갑 선교사와 함께 
점검하며 더 나은 지원을 모색하였습니다. 

• 각 대회, 노회, 교회에서는 Newsletter를 통해 회원교회에 알리고 함께 축하하거나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보내 주셔서 NCKPC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사용하
시기 바랍니다. 매달 28일까지 소식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nckpc@nckpc.org).  

mailto:ungbekim@gmail.com


6. NCKPC 
• 2021년은 NCKPC가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NCKPC 제 48회 총회에서는 2021년을 NCKPC 

희년으로 지킬 것을 결의하고, 희년 준비 위원회(위원장: 남후남 장로)를 구성하여 희년 사업을 구
상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o 축제: 지난 50년을 감사하는 축제로서의 희년 행사 준비 
o 목회와 신학: 미국장로교에 소속된 NCKPC 교회의 교단 신학 확인 및 목회적 도움 추구 
o 교단 관계: 미국장로교 내 한인교회의 입지 향상 및 선한 영향력 행사 

• 희년위원회에서는 희년 사업을 위한 안내 및 Fundraising 을 진행 중입니다. 뒤에 안내문<별첨1>

과 희년기금용지<별첨2>가 있습니다.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든지 프린트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7. NCKPC 
• 2021년은 NCKPC 50주년의 희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제 48회(2019) NCKPC 총회는 희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50년간의 NCKPC 산
하의 지교회, 한미노회, 대회협의회, 전국총회와 산하기관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와 기록을 수집하
고 보존하기 위한 “역사위원회” (위원장: 김선배 목사)를 구성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하
였습니다.  

• 이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1일에 NCKPC 산하 모든 지교회에 이에 대한 안내 
서신과 부로슈어를 발송하였고, 여기 다시 첨부하였습니다. 희년을 준비하는 이 때에, 지난 50년 
동안의 NCKPC 교회들의 역사와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을 모으고 보존하고 나
누며, 후세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이 중대한 역사적 과업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 지교회 이외의 한미노회, 대회협의회, 그리고 NCKPC 전국총회와 산하기관의 지도자들에게는 각 
분야의 책임을 맡은 역사위원회의 위원들이 별도로 접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
다. 

  <별첨B>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NCKPC 
• 일시: 2020년 3월 2일(월) 오후 4시 ~ 5일(목) 오전 10시
• 장소: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지선묵 목사, 5045 E 18th Street. Vancouver, WA 98661)

  숙소: Holiday Inn Express & Suites, 7205 NE 41st St, Vancouver, WA 98662

• 주제: “학원선교의 현재와 미래”

• 강사: 이연길 목사(달라스 빛내리교회 은퇴목사): 목회와 설교, 설교 작성법
      원종범 목사(뉴라이프 랜싱 장로교회): 개회예배
      지선묵 목사(밴쿠버 한인교회): 밴쿠버 한인교회와 목회 소개
      이명구 목사(먼시 한인장로교회): 전국청년연합수련회 회고와 전망
      노재왕 목사(샴페인-어바나한인교회): 전국청년연합수련회 회고와 전망
      김택룡 목사(퍼듀 한인장로교회): 퍼듀교회 목회 25 년을 돌아보며
      김동영 목사(콜럼비아 한인연합장로교회): 수요(폐회)예배

http://nckpcusa.org/nckpc_backup_wp/Newsletter/NL1909/Jubilee Letter.pdf
http://nckpcusa.org/nckpc_backup_wp/Newsletter/NL1909/Jubilee%20Funds%20Form.pdf


9. 
• 일시: 2020년 3월 16일(월) 오후 4시 ~ 18일(수) 오후 1시
• 장소: 유니온 신학교 (Union Presbyterian Seminary, Richmond, Virginia)

• 공동주최: 유니온 신학교 국제 선교 센타(Global Mission Center, Union Presbyterian Seminary) 

          주 예수 교회 사회선교 연구원(Social Mission Center, Lord Jesus Korean Church)

• 강사: 배현찬목사(주 예수 교회 - ‘선교적 교회 목회론’, ‘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의 저자)

• 사례발표: 김동영 목사(콜럼비아 한인연합장로교회 – 한국 음식 문화 축제)

• 내용: 강의, 나눔, 사례발표, 도서관 순례, 총장초청 만찬
• 등록: Dr. James Taneti (Director, Global Mission Center)

         james.taneti@upsem.edu 804-278-4350

Union Presbyterian Seminary, 3401 Brook Rd. Richmond, VA. 23227.

• 등록비: $100.

• 문의: 배현찬 목사 hyunchanbae@hotmail.com  804-980-0645

           김동영 목사 dkimkcpc@gmail.com  803-743-8956

10. 2020 
• 일시: 2020년 4월 27일(월) ~ 30일(목) - 3박4일
• 장소: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2534 Duluth Hwy. Atlanta, GA 30097-4016)

  숙소: 차후 공지
• 대상: 전국에 거주하시는 50세 이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 
• 강사: 김의식 목사 (서울 치유하는 교회 담임) 

• 등록 안내: 

      1) 4월 19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2) 문의: 임성철 목사(404-683-2565)

      3) 참가 신청서는 Website(www.twosynods.org)에서 등록하거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우편 주소: Rev. Young Kim,  440 Noah Medders Pkwy. Anniston, AL 36206

이메일 주소: annistonchurch@gmail.com 

• 회비: 1) 개인- $250 (조기등록: $230, 4월 6일까지 등록하신 개인이나 교회) 

      2) 통근- $100 

      3) 교회회비- $250 (조직 교회), $100 (미조직 교회), 

                   인솔하시는 목회자의 등록비는 교회회비로 대신하며 사모는 $100 입니다

11. 
• Korean Adoptees Ministry Center(박성철 목사)에서는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모국

을 방문할 21세~45세 사이의 성인입양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별첨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ailto:james.taneti@upsem.edu
mailto:hyunchanbae@hotmail.com
mailto:dkimkcpc@gmail.com
http://twosynods.org/
mailto:annistonchurch@gmail.com


12. PCUSA 
• 2020 가정공동체 말씀 (신앙의 기초 다지기)

• 2020 사순절 묵상 자료 (Becoming a Beloved Community) 

• 배현찬 목사 저, 쿰란출판사 (선교적 교회 목회론) 

• 청년자원 봉사단
• The 2020 Fellowship Community National Gathering 

13. 
• 지난 2월 3일부터 7일까지 Honduras 권영갑 선교사의 선교지에서 활동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별첨4>에 있습니다. 

  

14. NCKPC 
• NCKPC는 교단의 내외적인 Issue에 대해 대처하면서 한인교회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유일한 기관

입니다. 동성애 문제 등으로 인해 교단 내외적으로 한인교회가 오해를 받는 문제로부터 교회를 보
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주고, 교단 안에서 한인교회가 소수 교회로서 받는 부당한 문제 등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며, 교단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일을 함과 동시에 
한인교회나 모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 Project를 후원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들이 보내오는 연회
비는 NCKPC 가 교단 안에서 Caucus로 사역하는 데에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 아직 작년(2019년) 연회비를 보내지 않은 교회는 속히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며, 각 교회별로 올해
도 예산에 NCKPC 연회비를 책정해 주셔서 NCKPC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
립니다.

• 연회비: 활동교인 당 $10 

• 연회비 우송 정보   
o Payable to: NCKPC  

o 주소: Esther Lee (NCKPC Treasurer)  

30563 Calle De Suenos 

Rancho Palos Verdes, CA 90275 

o Note: Memo난에 ‘NCKPC 회비’라고 적고, 교회 이름과 담임목사 이름을 명시하십시오. 

• 작년(2019년)도 연회비 납부 현황은 <별첨C>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연회비 납부 용지도 있습니다.

<별첨 문서A>

⟱

http://www.qumran.co.kr/wizmart.php?query=view&code=000003&no=3888&CURRENT_PAGE=1
http://nckpcusa.org/nckpc_backup_wp/Newsletter/NL1912/YAV%20Letter.PDF
http://nckpcusa.org/nckpc_backup_wp/Newsletter/NL1908/NCKPC%20Membership%20Due%20Form.pdf






제 49회 NCKPC 총회 및 전국대회 일정
The 49th National Caucus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Annual Assembly

May 19~22, 2020

Date Time Events Place

5/19 (Tue)  2:00 pm 등록 Registration  Hotel

 5:30 만찬 Banquet 교회 친교실

 7:00 환영 Welcome & Introduction 교회 본당

 7:40 개회예배 Opening Worship 교회 본당

 9:00 사무총회 Business Meeting I 교회 본당

5/20 (Wed)  6:30 am 아침 경건회 Morning Devotion 교회 본당

 8:00 아침식사 Breakfast Hotel

 9:00 주제 강의 Plenary I 교회 본당

10:30 주제 강의 Plenary II 교회 본당

12:00 pm 점심식사 Lunch - Free Time 교회 친교실

관광 Group Tour NASA Space Center

 6:00 저녁식사 Dinner 교회 친교실

 7:30 수요예배 Wednesday Worship 교회 본당

 8:30 사무총회 Business meeting II 교회 본당

5/21 (Thu)  6:30 am 아침 경건회 Morning Devotion 교회 본당

 8:00 아침식사 breakfast Hotel

 9:00 주제 강의 Plenary III 교회 본당

10:00 Workshop I 교회 교실

10:50 휴식

11:00 Workshop II 교회 교실

12:00 pm 점심식사 Lunch 교회 친교실

 1:30 Group Meeting 교회 교실

 2:30 휴식

 3:00 사무총회 Business Meeting III 교회 본당

 6:00 저녁식사 Dinner 교회 친교실

 7:30 폐회예배 Closing Worship 교회 본당

5/22 (Fri)  6:30 am 아침 경건회 Morning Devotion 교회 친교실

 8:00 아침식사 breakfast Hotel

10:00 Check Out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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