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ment for Mission 
Visions of Wholeness (온전함의 비전) 

(로마서 8:18-24) 

산불, 홍수, 심각한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인류가 경험하는 각종 긴장은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사

랑받는 존재로서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창조

의 사역을 감당할 신성한 책임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무에서 하늘과 땅

을 창조한 분께서 그의 숨결로 공허한 상태에 생명을 불어 넣었고, 그때 서로 분리되고 깨어졌던 것

들이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인 우리는 그의 숨결 안에 거하며, 서로 분리된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동일한 능력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2022 년 3 월, 제자회 화해 사역 (Reconciliation Ministry)을 위한 여러분의 관대한 기부는 제자회 역

사보존국 (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의 Kirkpatrick 강의 시리즈 기금 조성을 도왔습니다. 

250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 콘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참가자들

이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온전함의 비전: 우리의 공유된 역사와 전통에 존재해

온 체계적인 인종차별, 반인종주의, 그리고 화해 (Visions of Wholeness: Systematic Racism, 

Antiracism, and Reconciliation in Our Shared History and Tradition)”라는 주제로 이 회의에 모였습니

다. 콘퍼런스 기간 동안 이어진 프레젠테이션과 대화는 콘퍼런스 제목만큼이나 도전적이며 희망

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어진 존재라는 사실과 부서진 인류를 위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

실과  씨름했습니다. 화해 사역은 인종 차별과 억압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 

다시 기억되고 (re-membered), 다시 연결되고 (reconnected), 회복될 수 있는 (restored) 우리의 역량

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대함은 회복과 치유를 촉진하고 하나님의 자녀 됨을 드러내는 

교육과 기금 마련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우리 교회의 모든 사명과 사역이 온전함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랑받은 존재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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