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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한인총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각 사역지에서 주의 나라 확장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동역자들과 교회들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2017 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한인총회에게는 많은 도전들과 함께 동시에 희망의 시간들
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이 세상의 소망임을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연합감리교단에 증거하며 이끄시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금년 여름, 미 중남부지역에 몰아 닥친 허리케인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때 한인교회들을 위한 구호의 손길을 요청했을 때 전국의 여러 한인교회들이 한달
사이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3 만 여 불이 넘는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셨고,
한인총회는 즉시로 10 월 중순에 수해로 피해 입은 네 곳의 한인교회에게 긴급복구 자금
5 천불씩을 즉시로 지원하여, 고통 받고 있던 한인교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2 차 복구자금을 현재 지불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한인총회는 우리
한인교회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되어주는 존재로 그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한인총회 연회가 2018 년 4 월 9-12 일에 뉴져지 아콜라 교회에서 열립니다. 혼란의
시기에 한인총회의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 모든 한인교회, 한인교회 목회자, 타인종 목회자,
여성 목회자, 기관 목회자들의 재정적인 후원(분담금, 연회비)을 요청합니다.
예년과 같이 한인총회 헌장에 따라 책정된 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인교회들은
개체교회의 예산/결산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10 만불 미만의 예산/결산교회는 0.25%, 10 만불 이상의 예산/결산 규모의 교회는
0.5%입니다. 다음의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5 만불 이하 -$125

5 만불- 9 만불- $225

9 만불-13 만불 - $500

13 만불-30 만불 - $1,000

30 만불 -70 만불 -$2,500

70 만불 - 100 만불 - $5,000

기관 사역자(감리사님들 포합) 2018 년 연회비

$75 이상

타인종 목회자들, 여성 목회자들, 은퇴 목회자들

$7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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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한인총회의 큰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Alternative Plan Task
Force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받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내주셨던 회비에 특별재정 후원금을 고려해 주신다면 한인총회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한인교회에서 예산/결산에 반영하여 한인총회를 위한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과 교역자님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겠지만, 함께 한인교회와 한인교역자들의
미래와 현재를 위한 한인총회 사역에 직접 참여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ayable to KAUMC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s
(Churches & Clergy)

교회 분담금, 연회비 보내실 곳
총회회계 Rev. Sarah Hong
310 Massasoit St. Minooka, IL 60447

연합감리교 한인총회 22 대 회장 김광태 목사
회계 홍사라 목사
*회비에 대한 문의사항은 (Pastor@Minookaumc.com, 815-212-5166)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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