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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12 월
친애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더 행복한 성탄절 편지를 보낼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지난 1 년 반
동안 우리는 정말 끔찍한 교회 분열을 경험했다고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작년이 되기 몇 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수석 집사가 다른 목사와 비밀리에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명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계획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교회의 큰 분열을 피하기에 너무 늦은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불만을 품은 한 집사가 저를 “주먹 싸움”에 끌어들이려 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와
싸우는 것을 거절하자,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곧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집사회 회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포르노 사진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분열자” 중 한 명이 이 사진들로 제게 협박
이메일을 보냈고, 경찰까지 연류되었었습니다. 결국 집사회 회장과 그의 아내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수석 집사는 들어내 놓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났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이들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는 수 십년 동안 우리 교회 집사들의 리더였기에, 많은 이들이
그를 따라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분열이 끝날 때 쯤, 그는 우리 교인의 반 이상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무렵, 저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 더이상 주일예배 때 두 번의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생이 주일 아침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분열 속 그의 절친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 가운데, 저의 곁에 서있기에는 그는 너무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2 월 20 일, 이 젊은 친구는
저와의 교제를 끊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교회를 떠나 신복음주의 교회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전 그 젊은 설교가를 개인적으로 정말 친밀한 친구로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2 월 23 일, 저는 목사직을 사임하고, Christopher Cagan 박사가 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원로목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하기에 몸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3 월 3 일, Cagan 박사는
저의 은퇴와 자신의 목사 임명을 선포했습니다. Cagan 박사는 Wurmbrand 목사 외에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크리스천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회복되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좋은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1 월 26 일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41 번째 언어로
설교가 추가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1 월 26 일), 우리 교회 “앱”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 오픈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에 있는 수 천명의 사람들이 “앱”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와준
뉴욕시에서 유대인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 친구에게 큰 감사를 전합니다. 그 후에 아프리카 말라위의
언어로 42 번째 언어가 추가되었습니다. 2 월 23 일, Cagan 박사는 공식적으로 목사가 되었고, 저는 원로
목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이 모든 혼란으로 인해 연약하고 아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함께
해준 아내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2 월 27 일부터 3 월 20 일까지 저는 애리조나에서 그녀와 휴가를
보냈습니다. 3 월 20 일, 저는 다시 주일 저녁 설교와 토요일 저녁 가르치는 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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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우리는 교회 건물을 팔기 위해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4 월 14 일, 저의 78 번째 생일을
구건물에서 축하했습니다. 5 월 7 일, 저는 우리 교회의 신실한 젊은이들을 모아서 “Evangelism
Explosion”이라는 교재를 사용하여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또 5 월 22 일부터 29 일까지 Cagan 박사는
저와 제 아내를 데리고 중국 침례 교회와 그들의 훌륭한 목사를 방문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린 카운티에서 제가 개척했던 교회의 오랜 목사인 Mike 와 Mona Riley 를 만났습니다.
Mike 는 제게 큰 격려를 주었고, 저는 그의 교회에서 창립 50 주년 예배의 설교를 부탁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제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고, 우리 교회 분열에 대해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절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7 월 28 일, 우리는 교회에서 Cagan 박사의 66 번째 생일 파티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샌
가브리엘 벨리로 새로 옮겨질 교회의 이름은 “로스엔젤레스 테버네클 중국침례교회”가 될 것이라
공표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건물을 그곳에 구입했고, 에스크로가 곧 마무리 될 것입니다.
7 월 말에, 저는 아내와 함께 해변 근처에서 짧은 휴가를 가졌습니다. 제 아내, Ileana 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모입니다. 제 아들 Robert Leslie 와 저는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을
이스라엘로 보내주었습니다. 11 월 17 일, 저는 주일 아침과 저녁에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랜만에 제가 체력적으로 주일 두 예배 때 설교할 수 있었던 첫 날이었습니다. Cagan 박사의 리더십과
열심으로 두 젊은이가 구원 받았고, 여러 중국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Cagan 박사는
로스엔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던 자신의 집을 팔고, 샌 가브리엘 교회 근처에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달 후 새 건물로 이사할 것입니다.
교회 분열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제 암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Cagan 박사와 제 아내와 저는 저의 집에서 제 아들들과 손주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옆에서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시작할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 받으시길!

R. L. Hymers, Jr.,
D.Min., Th.D., Litt.D.
빌립보서 4:13

저는 제 가족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 아기 Hannah 와 함께 있는 Leslie, 나, 아기
Sarah 와 함께 있는 Ileana 와, Leslie 의 아내 Jin,
Ileana 의 어머니 Linda, 그녀의 형제 Erwin Cuellar.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 이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 다.” (Psalm 2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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