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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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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철학
The Grand Paradox:
The Messiness of Life,
the Mystery of God and

교수/강사, 킬른스 대학, 웨스턴 신학교, 휘튼 컬리지,
캘리포니아 침례신학교, 아주사 팩시픽 대학, 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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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cessity of Faith

www.amazon.com/Grand-Paradox-InternationalMessiness-Necessity/dp/0718031393

선별된 출판경력
정의를 추구하며
with D.R. Jacobsen,
Thomas Nelson, 2013.

창의력 vs 복제력
Moody Publishers,
2016.

*기독교 출판사와 일반 출판사 모두에서 출판

평등의 신화
InterVarsity Press,
2017.

선별된 설교들

빌리지의 담임 목사로서의 강점요소들

Acts: Forward in Faith, Backward in Wisdom

• 도전적이고 통찰력 있는 설교

www.vimeo.com/165909309

• 성공적 리더십 경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별, 안디옥
교회 개척, 선명한 비전 제시, 융합, 혁신적인 리더십의
경력

The Supremacy of Christ
(Colossians Series Intro)
www.vimeo.com/60982514

• 다문화 목회를 향한 개인적 헌신: World Relief라는
국제 구호단체와 협력하여 우간다와 콩고에서
국제적이고 타문화적 사역에 참여; 정의 컨퍼런스를
창립하여 국내/국제 교회와 단체들의 연합체 구성;
킬른스 대학과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침; 다양성에 관한
신학적/역사적 책들을 저술; 미국 내 다인종/다문화
사역에 관한 연설 경력 다수

The Spirituality of Everyday Life
www.vimeo.com/216549558
The Peace that Surpasses Understanding
www.youtube.com/watch?v=YbN8DRLfdis&t=1s
Knowing God Part II: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 지역적, 세계적 선교에 열정

www.youtube.com/watch?v=7dAyyTz_Zko

• 동료 그리고 지역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깊은
관계를 누리며, 격려
• 성서적 진정성과 신앙의 성숙을 추구

가족

• 진실하고, 겸손하며, 자각하고,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

되었습니다. 4명의 딸, 매리-조이 (16), 에스더 (14),

• 주변에 그를 세워주고, 도전하고, 지켜주고, 신뢰해주는
사람들이 있음

사라 (12), 애쉴린 (9)이 있습니다. 현재 오레곤

• 빌리지와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성에서 일치

켄 목사님과 타마라 사모님은 결혼한지 이제 18년이

벤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를 한

• 사색가, 비저너리, 그리스도 중심적 삶

팀으로 여기며,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살려는
열정을 공감하는 가족입니다. 켄 목사님 내외는 각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에 민감하려고
하고, 그런 면에서 금번의 변화는 가족 모두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 그 중에 한 이유는 양가 친척들이 모두
벤드 근교에 거주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내를 주셔서 이러한 변화 가운데 베푸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고, 새로운 공동체를 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미
켄은 여행, 독서, 역사, 영화, 그리고 가족 시간을 즐겨합니다.

켄 목사님에 관한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십니까?
수요일 7pm, 토요일 9am에 청빙위원회와 만나 더 깊은 질문과 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