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몫입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십시오.

여성, 평화, 안보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온 핵심 사안입니다. 올
해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평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의
유엔 본부 맞은편에 위치한 처치센터포유엔(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건물을 구입한지
50 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하는 일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세계의 서민 여성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에 전세계 정책 입안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 평화 협상, 전후
재건 및 사회복구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활동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화 완전한 개입 보장에
초점을 맞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평화건설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종종 분쟁 해결, 폭력 종식, 이전의 적대적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등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일들에 대한 절박함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저는 2012 년 9 월, 콩고의 동부지역인 북키부(Kivu)와 남키부(Kivu)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미국을 찾은 은탐보 은쿨루 은탄도(Ntambo Nkulu Ntando) 감독과
콩고민주공화국의 기독교 연합 대표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폭력에
관해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와 사진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유엔의 지역담당관과 콩고 기독교
연합 대표들은 “M23”이라는 반군운동이 르완다 정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콩고가 르완다 대학살로 인한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한 1990 년대 이후, 그리고 콩고의 동부 지역에
값비싼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된 이후, 이 지역의 불안한 상황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에 사용되는 콜탄 채굴의 수익성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콩고 대표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콩고의 일부를 손에 쥐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회 사회부와 세계선교부를 포함한 동료들과 함께 저는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콩고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빌라 대통령은 콩고 동부지역에 대한 우려 및 콩고 대표들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준 연합감리교인들에 대한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헌신이 있기에 저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 특히 처치센터의 핵심 사역임을 카빌라 대통령에게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콩고의 국영방송 기자는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2013 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의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대표단에 콩고 여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콩고 여성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기업들에게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쟁에 휘말린 모든 가족들, 특히 여성들을
위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은탄도 감독과 지역 선교사인 캐서린 어캐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콩고가 어캐일 선교사의 담당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해
지난 해에는 그 지역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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