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몫입니다.
선교지도 보기

어릴적 학교에서 지도 보는 법을 배웠던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축소 비율과 나
침반의 방향, 각 주의 주도,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등에 대해 배웠던 기억이 납
니다. 지도 제작자들은 지리적인 정보처리를 도와줍니다. 지도는 경로를 찾고,
거리에 대한 개념과 상대적인 면적의 차이에 대한 쉽고 빠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지도는 연결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산맥들이 나라와 정치
적인 견해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주경계와 국경선을 가로질러 이어집니다. 강
들도 나라와 주를 자유롭게 통과하고, 호수는 그 경계로 지역들을 연결해 줍니다.
이번 리스판스에 실린 선교지도는 우리의 연결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게 파키스탄이나 필리핀, 푸에르토리코는 그저 멀리 떨어진 어떤 장소가 아닙
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소녀들과 여성들을 위한 학교와 연결되는
곳들 입니다. 파키스탄 라호르에 있는 키네어드 대학의 룩사나 데이빗 박사와 필
리핀 마닐라의 지역 선교사 에마 캔토가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며, 푸에르토리코
의 대학입학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로빈슨학교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명인 청소녀/년과 어린이, 여성을 위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가까운 곳과 먼 곳 모두, 즉 세계 곳곳과 연결되어 있
습니다. 선교 프로젝트들 하나하나는 또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되돌
려 줍니다. 지난 11월, 저와 몇몇 사람들이 인도의 러크나우에 있는 이사벨라 토
번 대학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 곳의 건물들과 교수진, 교육의 혁신, 성장을
위한 계획 그리고 인도 전역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졸업생들을 보면서 지난
125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여성들에 대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프로젝트들은 모두 한결같은 증거를 보여 주었습니다. 연합감
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은 학교와 병원,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과 영적지원에 다
양한 방법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선교헌금, 기도와 절제의 날 헌금, 2차 헌금들

을 통한 지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제가 미주리 캔자
스시티 스퍼포드를 방문하였을 때, 그 곳의 책임자는 건물 안내를 맡았던 사람에
게 제가 반드시 엘레베이터를 타볼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이유가 궁
금했지만 그자리에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건물은 엘리
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건물이 지어질 당시 자금의 부족으로 엘리베
이터를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헌금이 엘리
베이터 설치를 위한 모금에 불을 지폈고, 결국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 책임자는 우리의 신실한 지원이 있었기에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가
능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연결된 곳들은 하나같이 꿈을 가지고 있으며, 그 꿈을 우리 모두와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사벨라 토번 대학은 새로운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블란드샤르의 소녀 호스텔은 낡은 건물의 보수와 교실을 늘리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절제의 날 헌금으로 소녀 호스
텔은 이제 그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남쪽 외곽 항구지역의 토버만
커뮤니티 센터와 메사추세츠 보스톤의 해티 비 쿠퍼 커뮤니티 센터 모두 공간 확
장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설비의 도입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
프리카 대학교의 보건대학원, 짐바브웨의 보건 프로그램 그리고 세계선교부와 함
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천
을 보여줍니다. 이 “지도”를 보고 우리가 이러한 선교 이야기들을 전하며, 지
속적으로 폭넓게 헌신하고, 열성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는 그 역사의 일부입니다!

여성국 국장
헤리엇 올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