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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역 소수민족 복음화를 위한 
‘원 보이스’ (One Voice) 선교 컨퍼런
스가 오는 6월 5일(일) 오후 5시30분 
밀피타스의 뉴비전교회(이진수 목사 
시무)에서 열린다.
 ‘원 보이스’는 베이지역이 총인구 

700여만명(7,150.739) 가운데 70여개
국에서 온 170여만명의  이민자들이 
운집해 있는 땅끝선교의 현장으로 
보고 소수민족 대상의 선교사역을 
해 왔었다. 
올해로 6회째 열리는 선교 컨퍼

런스에서는 지금까지 해 온 소수민
족 사역 내용을 보고하고 교회와 뜻
있는 동포들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
이다. ‘원 보이스’는 아프칸인 아브라 
힘 목사를 통해 프리몬트 지역의 6
만여명의 아프간인들에게 그들의 문
화와 언어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해 왔다. 

또 원 보이스는 오클랜드와 리치
몬드지역의 티벳인 선교에도 집중해 
왔다. 이들 선교를 위해 원 보이스는 
몽골교회와 협력하여 티벳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통한 전도 사역
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교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

는 유기은 목사는 “원 보이스는 지
난 한해 21개 교회와 52명 성도의 
후원과 기도로 한인교회들의 본격
적인 연합선교운동으로 나아가고 있
다”고 밝혔다. 
유기은 목사는 이제 소수민족사역

자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체
적으로 선교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했
다. 원 보이스는 초등학생 방과후 사
역을 지난 9월부터 산호세 센터빌 
커뮤니티센터에서 실시해오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4시부터 
6시까지 갖는 홈 웍 클럽에는 처음 
10명으로 시작됐으나 현재는 30여
명으로 늘어나는등 높은 호응을 얻

고 있다고 전했다. 여러교회 유스와 
성인 봉사자들의 협력으로 실시하고 
있는 홈웍 클럽은 올해 3월부터는 
무슬림과 힌두 가정 자녀들이 함께
하는 축구클럽으로 발전했다. 
원 보이스에서는 ‘스타 키즈’ (Star 

Kids)사역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는  
축구화와 유니 폼을 마련해 주고  경
기후에는 성경말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원보이스는 스타 키즈가 ‘코딩
클럽 컴퓨터 교실과 어린이 합창단’으
로 발전 시켜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원 보이스의 유기준 목사는 베이지

역 소수민족과 어린이들을 주님께 인
도하기 위한 소수민족 선교 사역에 적
극적인 후원과 동참을 바라고 있다.
▲ 장소 :뉴비전교회. 1201 Mon-

tague Expy.Milpitas.CA 95035. 
▲ 연락처: (415)328-3372(송영빈 

선교 목사). (408)309-9091(유기은 목
사). Kyu613@gmail.com 
                             <손수락 기자>

‘원 보이스’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무슬림등 소수민족 학생 대상의 방과후 프로그램인‘스타 키즈’사역 

“베이지역이 우리의 선교 현장이다”
‘원 보이스’, 6월 5일 소수민족 선교컨퍼런스 개최

‘스타 키즈’ 직접 사역도 실시

버클리에 있는 미 서부 아메
리칸 침례신학대학원(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의 임시총장으로 닉 카터 (Nick 
Carter. 사진) 박사가  임명되었다. 
닉 카터박사는 전임 폴 마틴

(Paul M. Martin) 총장이  지난 3
월 23일 급환으로 소천한 이후 
그 후임으로 5월 15일부터 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카터 박사는 
ANTS (Andover Newton Theo-
logical School)에서 총장과 CEO 
직무를 10년 동안 담당하다가 지
난 2014년 은퇴했다. 
ABSW 뉴스 보도 자료에 의하

면 그는  ANTS에서  신학교 발
전을 위한 전략적 플랜을 세우고 
1,500만 달러를 확충하여 그 계
획을 완료했다. 카터 박사는 인근
의 히브리대학과 공동연구 및 강
의 프로젝트 시행에 크게 공헌했
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생
활을 위한 종교센터’가  건립됐다. 
카터 박사는 재정확보, 전략기

획, 정치와 강단 등의 강의도 했
으며  많은 저서를 낸 작가이기도 
하다. ANTS의 총장 직무를 맡기 
전에 카터 박사는 많은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총장이나 CEO 역
할을 맡아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
행했다. 

ABSW의 부
총장 미쉘 홈
스(Michel le 
M. Holmes)는 

“카터 박사는 
ABSW가 리더
십과 목회 방

법론 분야에 풍성하게 도울 것으
로 기대하며 변동의 시기에 카터 
박사를 임시총장으로 모시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닉 카터 박사는 미국 아메리

칸 침례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
회자로 뉴욕 소재 콜게이트대학
교(Colgate University)에서 정치
학을 전공하여 학사(BA) 학위,콜
게이크 로체스터 신학교(Colgate 
Rochester Divinity School)에서 목
회학 석사(MDiv) 학위를 받았다. 
그는 프랭클린 칼리지에서 명

예신학박사학위,, 히브리대학 및 
랍비스쿨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
도 받았다. 그는 현재 ‘공공생활
을 위한 종교센터’의 이사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ABSW
는 1871년에 설립된 전통있는 신
학교로 한인 대상의 석,박사학위 
과정도 두고 있다. GTU의 주요 
멤버 스쿨인 이 학교에는 박상일 
교수가 설교학  강의를 하고 있다.
                        <손수락 기자>

ABSW 임시총장으로 닉 카터 박사 부임

ANTS총장·CEO역임, 뛰어난 리더십 학교 발전 기대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은 샌프
란시스코 기독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졸업식이 지난14일 열려 신학학사와 
신학 석사,목회학 박사등 8명에게 학
위를 수여했다.
이날  예배에 이은  2부 학위 수여

식은 김대용 목사(학감)의 학사보고
에 이어 민경호 총장과 이대환 이사
장이 소정의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
게 학위증서와 함께 졸업장을 전하
며 격려했다. 민경호 총장은 “만학

의 뜻을 세우고 주경야독으로 학업
에 열의를 다한 졸업생들을  축하한
다”고 인사를 한후 “섬김의 현장에
서 바람직한  크리스챤의 삶을 살아
갈것”을 당부했다. 민경호 총장은 “최
근 학교의  어려움은 이사와 교직원
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안정되어가
고 있다”면서 “시스템의 과감한 개혁
을 통해 좋은 신학교로 성장발전시
켜나가겠다”는 결의를 펴 보였다.  이
대환 이사장의 격려사에 이어 축사

에 나선 김홍기 박사(오이코스대학
교 박사원장. 전 한국감리교신학대 
총장)는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신학
공부의 시작”이라면서 “세계곳곳에 
선교와 신학의 지경을 넓히는 글로
벌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학위 수여에 앞선 예배는 황태
중 목사의 사회와 변재원 목사(박사
원장)의 기도 최영교 목사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설교등으
로 진행됐다.
1974년에 개교한 동 대학은 지금

까지 81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신학 석사(M,Div) 졸업자는 목사고
시를 거쳐 목사 안수도 받을수 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기독대학교 졸업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교회
의 여성 부제 허용을 검토하고 싶
다는 희망을 피력해 금녀의 영역이
던 가톨릭에서도 여성 성직자가 나
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프란

치스코 교황은 12일 각국 수도원 대
표들이 참석한 알현에서 여성에게도 
부제직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
는 위원회를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
다.                             <3면에 계속> 

프란치스코 교황,‘여성부제 허용’ 피력

샌프란시스코 기
독대학교 2016
년도 졸업식에
서 민경호 총장
(오른쪽)과 이대
환 이사장(가운
데)이 김길자씨
에게 신학 학사 
학위를 수여하
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기독대학교  졸업식
신학 학사와 석사, 목회학 박사등 8명에 학위 수여

식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의 명단
은 다음과 같다.
▲신학학사: 김길자, 박성진 ▲신

학 석사: 석은혜, 박정림, 박금자 ▲ 
신학박사: 최훈, 황태중, 김이수               
                             <손수락 기자>

검토위원회 설립,‘가톨릭 양분우려 목소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