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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정희수 감독 Bishop Hee-Soo Jung
위스칸신	연회	감독	
Bishop	of	Wisconsin	Annual	Conferenc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기도합니다.
한인총회에	즈음하여	한인연합감리교회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환영과	인사를	드립니다.	함

께	섬기는	은총과	기쁨을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지만,	그분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
서	세계	처처에	흩어져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광태	총회장과	임원들이	저희	모두를	대신하여	성스러운	잔치를	준비하고	환대하니,	이번	총회는	그
분의	뜻을	확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스럽고	아름다운	대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손에	잡혀서	오랜	역사	속에서	세상을	바꾸고	변혁해온	교회이고,	상
처받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교회라고	자부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
회로서	다양한	교단과	더불어서	지체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온	것은	바로	선대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
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민	역사	속에서	연합감리교회는	선구적인	신앙의	도구로	
첫	공동체로	큰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을	날마다	높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민사	개척자의	신앙을	위한	신학적인	바탕이	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도구가	되어서	영혼을	구
원하고,	이민사회의	책임적인	성화를	이룬	것을	영적인	유산으로	이어받고	감리교회의	독보적인	자리를	깊
이	회고하는	일은	선연히	흐르는	영맥을	이어받는	거대담론이	때때로	예수	제자로	사는	존재의	자리를	풍요
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구원과	세상	변혁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거룩의	실천과	인류의	방대한	지
평을	사랑과	환대의	전통으로	포섭하여	섬기는	것은	그	어느	교회보다	감리교회의	바탕이기에	그렇습니다.

“함께	연대하여	약속의	땅을	걷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번	총회가	모이고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초대하
는	것은	당연히	전통과	신학의	벅찬	고백을	나누는	교회이기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의	첨예화된	문
제로	교단이	소용돌이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의	책임있는	신앙	속에서	아주	끈적이는	
연대와	사랑의	끈을	다시	확인하자는	기도가	서원이	된다고	믿습니다.	

보편적인	교회(Catholic	Church)를	신학적인	바탕으로	이해한	요한	웨슬리는	하나	됨을	다양한	은사
들과	신학적인	이해들이	공존하고,	서로	다른	이념과	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르쳤습니다.	그	보편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
든	피조물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복음	사역에	무한대로	헌신하도록	부르기도	
합니다.	성례전적인	이해와	세계교구의	개념은	바로	화해와	구원의	보편성과	우주성을	공언하신	웨슬리
의	신학적인	지평입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체는	연합감리교회	전체	거목	중에	아주	견실한	나뭇가지요	줄기가	됩니다.	이
미	주님의	축복으로	한인공동체는	교단	전체의	부분으로	곁가지가	아니고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
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한인연합감리교에	영맥으로	축복하시고,	역동적인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	섭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갱신하고,	기도를	통
하여	통합과	연대의	성서적인	비전을	나누는	사명의	지체로	삼고자	하심이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총회를	통하여	그런	유기체적인	연대와	아직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벅찬	미래적인	사명을	함께	높이	기치로	들어올리기를	바랍니다.	하나	됨을	위한	거대담론,	하나	됨을	향
한	선교적인	비전,	하나	됨을	위한	재헌신이	성령의	선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네브라스카	연회	영성아카데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복되어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순
간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인연합감리교회	온	지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연
합이	거대한	영의	운동으로	살아서	이	교회가	성스럽게	하나	되는	일에	신령한	공동체로	쓰임	받게	하옵
소서.	아멘”

환영사
김광태 총회장 Rev. Kwang Tae Kim
22대	한인총회장·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President	of	KAUM·First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2017년	한인	총회’에	참석하신	귀하신	여러분께,	
먼저	‘2017년	한인총회’를	열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총회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는	반드시	귀하신	뜻을	가지

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과	공동체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번	총회를	준비하면서도	그	기대감	때문에	참	설레는	마음으로	총회를	준비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쁜	목회	일정	속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며	한인총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들에게	각자가	소속한	연회가	있지	않은가?	굳이	한인총회
까지	참석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한인총회에	참석할	때마다	가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으로	찬송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	찬송은	연회	때마다	정회원	모임을	시작할	때	부르는	찬송이	된,	챨스	웨
슬리(Charles	Wesley)가	작사	작곡한	“And	Are	We	Yet	Alive”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참석한	연회
(WNCC)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를	살펴보며	큰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일부를	함
께	나누고	싶습니다.	“And	are	we	yet	alive,	and	see	each	other's	face?	Glory	and	thanks	to	Jesus	give	for	
his	almighty	grace!”	

이	찬송의	가사에	담겨	있는	축복을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선진들은	진작에	알고	누렸습니다.	우리	미국	감리
교	초기	목회자인	Circuit	Rider들은	연회가	끝나면	각자	파송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는	악조건	
속에서	목회하다가	일	년	후에	연회로	다시	모였습니다.	이때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며	기쁨과	감사로	불렀던	찬송
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동료	목회자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목회에	큰	
힘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인총회는	한인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매주	귀중한	모임이라고	봅니다.	

한인총회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임은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는	문화를	만들게	되며	
그리고	문화는	그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용기와	힘을	공급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인간은	동
일	문화	속에서	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연대감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한	세
대가	문화를	공유하게	되면	그	세대는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인총회는	올해로	43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한인총회는	1세와	2세(Nexus),	남성과	여성,	한
인목회와	타인종	목회,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다리를	놓는	꿈을	꾸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한인총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43년간	헌신해	주신	역대	총회장님,	중앙위원,	임원,	상임위원,	그리고	모든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7년	한인총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인총회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현재	우리	교단은	인간의	성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하여	큰	소용돌이를	겪고	있습니
다.	교단	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번	한인총회에서는	‘함께	
연대하여	약속의	땅을	걷는	교회’라는	주제를	안고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변화와	
혼란	속에서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일을	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들의	지
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연대하여	약속의	땅을	걷기	위해서는	넓은	이해와	인내	그리고	헌신
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인이	된	책임을	가지고	총회에	참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2017년	한인총회	준비와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시는	‘칼팩연회	코리언	코커스’	회장	림학춘	
목사님을	비롯한	‘칼팩	연회’	목회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열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LA	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와	함께	임원으로	수
고하신	모든	임원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총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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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예배 Opening Worship Service

일시	 4월	24일	(월)	오후	7:00
	 April 24 (Monday) 7:00 P.M.

장소	 LA	교회

인도	 윤국진	목사	총회총무·퍼듀제자교회

	 Rev. Kookjin Yun Executive Director·Purdue Korean Disciples Church

찬양	 LA	연합감리교회	찬양팀	
Praise LA Korean UMC Praise Team

개회	인사	 김광태	목사	총회장	·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Greetings Rev. Kwangtae Kim President of KAUM·First Korean UMC

환영	인사		 Bishop	Grant	Hagiya
Welcoming Bishop of the California-Pacific Annual Conference

예배의	부름	 시편	62
Call to Worship Psalm 62

인도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Leader O God, you are my God,I seek you, my soul thirsts for you.

회중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니이다.
People My flesh faints for you, as in a dray and weary land  

where there is no water.

인도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Leader So I have looked upon you in the sanctuary beholding your power 

and glory.

회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People Because your steadfast love is better than life my lips will 

praise you.

인도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Leader So I will bless you as long as I live.

회중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People I will lift up my hands and call on our name.

인도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Leader My soul is satisfied as with a rich feast.

회중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People and my mouth praises you with joyful lips.

인도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Leader when I think of you on my bed and meditate on you in the watches 

of the night.

회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People for you have been my help and in the shadow of your wings 

I sing for joy.

기도
Prayer

성경봉독	 에베소서	2:19~22
Scripture Reading Ephesians 2:19~22

찬양		 성가대
Anthem Choir

간증	 김재종	장로

설교	 하나님의	해비타트		림학춘	목사	라구나	힐스	연합감리교회
Sermon       Rev. Hakchoon Lim Laguna Hills UMC

헌금기도
Offertory Prayer

헌금	 특별찬양
Offering Special Music

성만찬	 조영진	감독
Holy Communion Bishop Young Jin Cho

초대의	말씀	
Invitation

집례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Leader The Lord be with you.

회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People  And also with you.

집례목사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Leader  Lift up your hearts

회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People  We lift them up to the Lord.

집례목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Leader Let us give thanks to the Lord our God.

회중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People  It is right to give our thanks and praise.

집례목사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멀리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로	되었을	때에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위의	사람들과	하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끊임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Leader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You formed us in your 
image and breathed into us the breath of life. You delivered us from cap-
tivity, made covenant to be our sovereign God, and spoke to us through 
your prophets. And so, with your people on earth and all the company 
of heaven, we praise your name and join their unending hy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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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거룩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Together Holy, Holy, Holy Lord, God of power and might.
 Heaven and earth are full of your glory. Hosanna in the 

highest.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집례목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으며,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결박에서	풀어	구원하여	주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Leader Holy are you, and blessed is your Son Jesus Christ. Your Spirit 
anointed him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to proclaim release 
to the captives and recovering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oppressed, and to announce that the time had come 
when you would save your people. He healed the sick, fed the hun-
gry, and ate with sinners. By the baptism of his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you gave birth to your Church, delivered us from slavery 
to sin and death, and made with us a new covenant by water and 
the Spirit. When the Lord Jesus ascended, he promised to be with 
us always, in the power of your Word and Holy Spirit. 

성찬제정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On the night in which he gave himself up for us, he took bread, 
gave thanks to you, broke the bread, gave it to his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When the 
supper was over, he took the cup, gave thanks to you, gave it 
to his disciples, and said “Drink from this, all of you; this is my 
blood of the new covenant, poured out for you and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다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Together Christ has died, Christ is risen, Christ will come again.

성령	임재의	기원
Prayer Invoking the Holy Spirit

집례목사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
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	데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ader Pour out your Holy Spirit on us gathered here, and on these gifts of 
bread and wine. Make them be for us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that we may be for the world the body of Christ redeemed by his blood. 
By your Spirit make us one with Christ, one with each other, and one in 
ministry to all the world, until Christ comes in final victory and we feast 
at his heavenly banquet. Through your Son Jesus Christ, with the Holy 
Spirit in your holy Church, all honor and glory is yours, almighty Fa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성찬	분급
Breaking the Bread/Giving the Bread and Cup

집례목사	 여러	밀알이	한	덩어리의	떡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눔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몸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며	감사하십시오.

	 여러	포도	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눔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하나	하나를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보전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Leader Because there is one loaf, we, who are many, are one body, for we 
all partake of the one loaf. The bread which we break is a sharing 
in the body of Christ. The cup over which we give thanks is a 
sharing in the blood of Christ. 

성찬	후	기도
Prayer after Communion

집례목사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주의	겸비한	종된	우리들이	이	성례에	참여하였음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이	성례에	참여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와	완전히	
하나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찬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과	제자된	의미를
충실히	감당하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Leader Eternal God, we give you thanks for this holy mystery in which you 
have given yourself to us. Grant that we may go into the world in 
the strength of your Spirit, to give ourselves for other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Amen.

광고	 윤국진	목사
Announcement Rev. Kookjin Yun

찬송	 620(새)	여기에	모인	우리
Closing Hymn

축도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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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오후	5:30

     Banquet 5:30 P.M.

	 축사	 조영진	감독
   Bishop Young Jin Cho

	 인사말		 LA	지역	코커스	회장

	 은퇴자/안수자	축하

	 특별	연주회

찬양	 찬양팀	
Praise Praise Team

예배의	부름	 시편	62
Call to Worship Psalm 62

인도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Leade May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an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us.

회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People that your way may be known upon earth
 Your saving power among all nations.

인도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Leader Let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회중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People Let all the peoples praise you.

인도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Leade let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회중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People for you judge the peoples with equity 
 And guide the nations upon earth

인도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Leader Let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회중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People let all the peoples praise you.

인도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Leader the earth has yielded its increase.

화요예배 Tuesday Evening Worship 회중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People God, our God, has blessed us.

인도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Leader May God continue to bless us.

회중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People Let all the ends of the earth revere him.

기도
Prayer

성경봉독	 이사야	11:1~10
Scripture Reading Isaiah 11:1~10

찬양		 성가대
Anthem Choir

간증	 김효중	권사

설교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시면		임찬순	목사	성루가	연합감리교회
Sermon       Rev. Chan Soon Lim St. Luke UMC

헌금기도
Offertory Prayer

헌금	 특별찬양
Offering Special Music

광고	 윤국진	목사
Announcement Rev. Kookjin Yun

찬송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Closing Hymn

축도
Benediction

일시	 4월	25일	(화)	오후	7:00
	 April 25 (Tuesday) 7 P.M.

장소	 호텔

인도	 정건수	목사	중북부지역	총회장·디트로이트	중앙연합감리교회
	 Gun Soo Jung Korean First Central U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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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배 Wednesday Evening Worship

찬양	 찬양팀	
Praise Praise Team

예배의	부름	 시편	62
Call to Worship Psalm 62

인도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Leader Give the king your justice, O God.

회중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People and your righteousness to a king’s son

인도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Leader May he judge your people with righteousness.

회중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People and your poor with justice.

인도자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Leader May the mountains yield prosperity for the people
 and the hills, in righteousness.

회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People May he defend the cause of the poor of the people
 Give deliverance to the needy and crush the oppressor.

인도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Leader May all kings fall down before him.

회중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People all nations give him service.

인도자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Leader May his name endure forever,
 his fame continue as long as the sun.

회중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People May all nations be blessed in him
 may they pronounce him happy.

인도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라.
Leader Blessed be his glorious name forever.

회중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People may his glory fill the whole earth. Amen and Amen.

기도
Prayer

성경봉독	 요한복음	13:34~35
Scripture Reading John 13:34~35

찬양		 성가대
Anthem Choir

간증	 정연숙	장로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설교	 사랑해,	당신을!	 김태준	목사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Sermon     Rev. TJ Kim Salem KUMC

헌금기도
Offertory Prayer

헌금	 특별찬양
Offering Special Music

광고	 윤국진	목사
Announcement Rev. Kookjin Yun

찬송	 220(새)	사랑하는	주님	앞에
Closing Hymn

축도
Benediction

일시	 4월	26일	(수)	오후	7:00
	 April 26 (Wednesday) 7 P.M.

장소	 LA	교회

인도	 홍사라	목사	총회회계·미누카연합감리교회
 Rev. Sarah Hong Treasurer · Minooka UMC

Copyright ©
	찬

송
과
	예

배
:	연

합
감
리
교
회
	한

영
찬
송
가
(Liturgy	of	Call	to	W

orship	and	Com
m
union	adapted	from

	the	Book	of	United	M
ethodist	W

orship,	Copyright	2001,The	United	M
ethodist	Publishing	House)

12 132017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2017 The Annual Convocation of Korean United Methodist



폐회예배 Closing Worship Service

일시	 4월	27일	(목)	오전	11:00
	 April 27 (Thursday) 11 A.M.

인도	 김광태	목사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Rev. Kwang Tae Kim	First Korean UMC

예배의	부름	 시편	70
Call to Worship Psalm 70

인도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Leader Be pleased, O God, to deliver me.

회중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People O Lord, make haste to help me!

인도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Leader Let those be put to shame and confusion who seek my life.

회중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People Let those be turned back and brought to 
 dishonor who desire to hurt me.

인도자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Leader let those who say “Aha, Aha!” turn back 
 because of their shame.

회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People Let all who seek you rejoice and be glad in you. 
 Let those who love your salvation say evermore, 
 “God is great!”

인도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Leader But I am poor and needy: haste to me, O God!

회중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People You are my help and my deliver: 
 O Lord, do not delay!

찬양	 208(새)	내	주의	나라와
Opening Hymn

기도
Prayer

성경봉독	 마태복음	16:13~20
Scripture Reading Matthew 16:13~20

설교	 약속	공동체의	고백	 이성현	목사	직전총회장·샌디에고	KUMC
Sermon  Rev. Jonathan Lee  San Diego KUMC

광고	 윤국진	목사
Announcement Rev. Kookjin Yun

찬송	 324(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Closing Hymn

축도
Benediction

Copyright ©
	찬

송
과
	예

배
:	연

합
감
리
교
회
	한

영
찬
송
가
(Liturgy	of	Call	to	W

orship	and	Com
m
union	adapted	from

	the	Book	of	United	M
ethodist	W

orship,	Copyright	2001,The	United	M
ethodist	Publishing	House)

14 152017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2017 The Annual Convocation of Korean United Methodist



화요아침경건회 Morning Service

일시	 4월	25일	(화)	오전	7:00~7:40
	 April 25 (Tuesday) 7:00~7:40 A.M.

주관	 타인종	목회자

인도	 이두수	목사
	 Rev. Doo-Soo Lee

감사기도	 다같이	
Prayer Together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은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창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온종일	세상에서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을	섬기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며
하루하루	주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More	Like	You”	The	Faith	We	Sing,	2167
Hymn

성경봉독	 요한복음	8:1~11	 인도자

요한복음	8:1~11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성전에
(새번역)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Scripture Reading John 8:1~11

John 8:1~11 While Jesus went to the Mount of Olives. Early in the morning he 
(NRSV)  came again to the temple. All the people came to him and he sat 

down and began to teach them.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brought a woman who had been caught in adultery; and making 
her stand before all of them, they said to him, “Teacher, this 
woman was caught in the very act of committing adultery. Now in 
the law Moses commanded us to stone such women. Now what 
do you say?” They said this to test him, so that they might have 
some charge to bring against him. Jesus bent down and wrote 
with his finger on the ground. When they kept on questioning him, 
he straightened up and said to them, “Let anyone among you 
who is without sin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And once 
again he bent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When they heard 
it, they went away, one by one, beginning with the elders; and 
Jesus was left alone with the woman standing before him. Jesus 
straightened up and said to her, “Woman, where are they? Has no 
one condemned you?” She said, “No one, sir.” And Jesus said, 
“Neither do I condemn you. Go your way, and from now on do not 
sin again.”

설교	 More	Like	You	 고정열	목사	Tabor	Heights	UMC
Sermon  Rev. John Go Tabor Heights UMC

찬송
Hymn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폐회기도
Prayer

인도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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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아침경건회 Morning Service

일시	 4월	26일	(수)	오전	7:00~7:40
	 April 26 (Wednesday) 7:00~7:40 A.M.

주관	 여교역자

인도	 가한나	전도사
	 Pastor Hannah Ka

감사기도	 다같이	
Prayer Together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은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창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온종일	세상에서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을	섬기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며
하루하루	주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Hymn

성경봉독	 열왕기상	3:7~14;	누가복음	8:15	 인도자

열왕기상	3:7~14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새번역)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	주겠다.”	

누가복음	8:15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새번역)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Scripture Reading 1 Kings 3:7~14; Luke 8:15

1 Kings 3:7~14  And now, O LORD my God, you have made your servant king in 
(NRSV)  place of my father David, although I am only a little child; I do not 

know how to go out or come in. And your servant is in the midst of 
the people whom you have chosen, a great people, so numerous 
they cannot be numbered or counted. Give your servant therefore 
an understanding mind to govern your people, able to discern 
between good and evil; for who can govern this your great 
people?” It pleased the Lord that Solomon had asked this. God 
said to him, “Because you have asked this, and have not asked 
for yourself long life or riches, or for the life of your enemies, but 
have asked for yourself understanding to discern what is right, 
I now do according to your word. Indeed I give you a wise and 
discerning mind; no one like you has been before you and no 
one like you shall arise after you. I give you also what you have 
not asked, both riches and honor all your life; no other king shall 
compare with you. If you will walk in my ways, keeping my statutes 
and my commandments, as your father David walked, then I will 
lengthen your life.”

Luke 8:15 (NRSV)  But as for that in the good soil, these are the ones who, when they 
hear the word, hold it fast in an honest and good heart, and bear 
fruit with patient endurance.

설교	 듣는	마음	 이연신	목사	Wesley	Foundation	at	NIU/Cortland	UMC
Sermon  Rev. Rosa Lee Wesley Foundation at NIU/Cortland UMC

찬송
Hymn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폐회기도
Prayer

인도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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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아침경건회 Morning Service

일시	 4월	27일	(목)	오전	7:00~7:40
	 April 27 (Thursday) 7:00~7:40 A.M.

주관	 이중문화	목회자

인도	 한동수	목사·한미연합감리교회
	 Rev. Dong Soo Han· Korean American UMC, Colorado

감사기도	 다같이	
Prayer Together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은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창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온종일	세상에서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을	섬기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며
하루	하루	주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다같이
Hymn Together

성경봉독	 빌립보서	1:3~8	 인도자

빌립보서	1:3~8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Scripture Reading Philippians 1:3~8

Philippians 1:3~8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constantly praying 
(NRSV)  with joy in every one of my prayers for all of you, because of your 

sharing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I am confident of 
this, that the one who began a good work among you will bring it 
to completion by the day of Jesus Christ. It is right for me to think 
this way about all of you, because you hold me in your heart, 

 for all of you share in God’s grace with me, both in my 
imprisonment and in the defense and confirmation of the 
gospel. For God is my witness, how I long for all of you with the 
compassion of Christ Jesus.

설교	 Ministry	and	Love	 엄준노	목사	오클라호마	제일	UMC
Sermon   Rev. Joon Um Korean First UMC of Oklahoma

찬송	 다같이
Hymn Together

주기도문	 다같이
The Lord’s Prayer Together

폐회기도
Prayer

인도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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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The	Korean	Associ-
ation	 of	 United	Methodists)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함).

제2조 위치
본회	사무실은	본회의	회장이	시무하는	교회	또는	기
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본회는	연합감리교회	내의	한인	목회자와	평신
도를	대표하며	상호	친선과	화합을	위해	협력하며,	교
단	내에서의	이들의	권익	옹호와	신장을	위해	연대한다.

제2항:	본회는	연합감리교회	내의	한인교회를	대표하
며	한인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공동의	
노력을	모색한다.

제3항:	본회는	연합감리교회	총회와	지역총회,	연회와	
지방회에	연관된	한인	목회자와	평신도,	그리고	한인교
회와	연관된	모든	정책이나	사역을	위한	의결	과정을	감
시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4항:	본회는	연합감리교회	내	한인	목회자와	평신도,	
그리고	한인교회를	위한	연대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제5항:	본회는	연합감리교회	내	타인종들을	위한	기
관들과	상호	권익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6항: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	타교단	내	한인
교회	총회,	그리고	세계	한인교회들과	민족	교회로서의	
상호	교류와	협력	사역을	위해	노력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구성
본회는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된	모든	한인	목회자와	한
인교회	평신도	대표로	구성한다.	단,	평신도	대표는	해당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회자와	동수로	한다.

제5조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회의에	참석
하며	본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한다.

제6조 권리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이는	본회의	발언권,	결의권,	선거
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헌장

제3장 임원

제7조 구성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총회장	1명,	당연직	부
총회장	5명	(각	지역	코커스	회장),	총무	1명,	서기	1
명,	회계	1명	및	필요시	상임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임원들은	통상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총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관한다.

부총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한다.

총무: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와	임원회의	결의	사
항을	시행한다.

서기:	본회의	회의	기록	보관,	공문을	발송한다.

회계: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	중	결원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 회의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회의를	
둔다.

제1항:	임원회
본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결의하여	위임된	사
항을	진행하며,	총회	폐회시	본회의	제반	업무를	과장,	
집행하기	위해	필요시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2항:	총회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헌장	개정,	임원	선출	및	
본회에	필요한	제반	업무와	사역을	논의,	결정하며,	이
를	위해	매해,	부활주일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
집한다.

제3항:	임시총회
회원	1/3의	발의나,	중앙위원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
로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의	구성과	권한은	정기
총회와	같다.

제4항: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제5장에	따른다.

제11조 선거

제1항:	회장은	공천위원회에서	천거하여	총회에서	무
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
여야	한다.	(단,	2차	투표까지	당선자가	없을	시,	3차	투
표에서	종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2항:	공천위원회는	회장,	직전회장,	각	지역총회	회
장으로	구성한다.

제3항:	공천위원회는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고	본회
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인물을	지역으로	고려하여	회
장	후보로	정하여	천거한다.

제4항:	다른	임원은	새로	선출된	회장이	재능,	지역,	연
령,	성별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ARTICLE 1. NAME, LOCATION, PURPOSE

Section 1 NAME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shall be The Korean 
Association of United Methodists (KAUM).

Section 2 LOCATION
The locat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United 
Methodists shall be the President’s church or an agency 
office.

Section 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organization shall be:
A. KAUM shall represent, encourage, connect, and 
support Korean clergies and laity with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B. KAUM shall represent Korean churches, and seek 
mutual support for the growth and vitalization of the Korean 
churches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C. KAUM is responsible for monitoring and taking 
measures for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for all the 
polices and ministries that are related to KAUM and all 
the clergies and laities under the Jurisdictional Caucuses, 
Annual Conferences, and Districts.
D. KAUM shall maintain mutual support relationships with 
Korean clergies and laity, and agencies for the Korean 
churches.
E. KAUM shall maintain mutual support relationships with 
agencies which support cross-racial ministries.
F. KAUM shall support ministries and interact with the 
Korean Methodist Church, Korean associations of 
other denominations in America, and the world Korean 
churches.

ARTICLE 2. MEMBERSHIP

Section 4 MEMBERSHIP
Membership of this organization shall be granted to 
Ordained Elders and Deacons in full connection of 
Annual Conferenc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nd 
Provisionary members, local pastors, and the lait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However, the number of laity 
membership shall not exceed the number of clergy from 
each church.

Section 5 DUTIES
KAUMC members shall attend the regular annual 
convocation, pay annual membership dues, and follow its 
rules and decisions.

Section 6 RIGHTS
All full members who fulfill their duties noted in Article 
2 Section 5, shall have a voic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have a right to vote and be eligible to be 
nominated and elected as an Officer.

ARTICLE 3. OFFICERS AND DUTIES

Section 7 OFFICERS
For the fulfillment of KAUM’s purposes, the organization 
shall have four (4) Officers consisting of a President, an 
Executive Director, a Secretary and a Treasurer. However, 
additional officers can be added according to the needs 
of Executive Board. There shall be five (5) Jurisdictional 
Caucus President serving as Vice-President.

Section 8 DUTIES
All Officers shall carry out his/her duties:
President: The President shall represent KAUM, convene 
and preside at each meeting and oversee administrative 
matters.
Vice-President: The Vice-Presidents shall assist the 
President and accept the 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if 
needed to fill in the remainder of the term. 
Executive Director: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assist the 
President and the Vice-Presidents and b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Secretary: The Secretary shall be responsible for keeping 
records, including taking the minutes at all meetings and 
distributing all pertinent information to its members.
Treasurer: The Treasurer shall oversee all tasks related to 
the finances of the KAUM.

Section 9 TERMS
The Executive Board members shall serve for a two-year 
term. In the event of a vacancy, the Executive Board shall 
nominate and appoint to fill the vacancy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with an endorsement from The Central Council. 

ARTICLE 4. MEETINGS OF THE MEMBERS

Section 10 MEETINGS
For the fulfillment of KAUM’s purposes, there shall be:
A. Executive Board Meetings: The President shall convene 
the meetings for the Executive Board as needed. 
B. The Annual Convocation: is the ultimate decision-making 
Body, and it shall meet within a month after Easter annually. 
C. Special Session: shall be convened by the President 
with the agreement of the Executive Board.
D. The Central Council: The Central Council Membership 
and Duties follows according to ARTICLE 5.

Section 11 ELECTION
A. The President shall be nominated by the Nomination 
Committee and elected at The Annual Convocation.
B. The Nomina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President, the immediate past President and the 
Jurisdictional Caucus Presidents.
C. The Nomination Committee shall be convened by the 
President. The Nomination Committee nominates and 
recommends a candidate for the elec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United Methodists BY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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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앙위원회

제12조 구성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지역	총회(Jurisdiction)	한인	대표	1명,	연합감리교회	산
하	각	전국한인연대	대표	1명,	연합감리교회	산하	각	총
회기관/신학교	한인	대표	1명,	한인	감독,	한인	감리사,	
한인	선교감리사,	임원회가	선정한	한인교회들의	대표
들로	구성한다.

제13조 임무
중앙위원회는	총회가	결의한	사항을	실천할	수	있는	보
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제14조 회의
중앙위원회는	본회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단,	
회장단	유고시	직전회장이	소집하여	회장을	보선한다.

제6장 재정

제15조 재정자원

제1항:	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관이나	교회,	개인의	
후원금,	그리고	교단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2항:	본회에	속한	교회는	매년	각	교회	경산예산의	
0.2%를	회비로	납부한다.

제3항:	본회	회원들은	매년	총회가	결의한	회비를	납
부한다.

제16조 감사
본회의	재정	감사를	위하여	총회에서	2인의	감사를	선
출하고,	감사는	본회	재정	감사를	총회	전에	필한	후	이
를	정기	총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7장 부칙

제17조 헌장 수정

제1항:	회칙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2항:	미비	사항
본	헌장에	미비	사항은	만국통상회의법,	혹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항:	효력	발생
본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주:	본	헌장은	1978년	3월	10일	시카고	에반스톤	총회에서	통과	
되었음.
1차	개정안은	1986년	5월에	확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987년	
1월에	모인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개정.
2차	개정안은	1992년	제	10차	총회의	요청에	의하여	1993년	개정.
3차	개정안은	2000년	5월	미시간	디트로이트	제14차	총회에서	
개정.
4차	개정안은	2003년	1월	뉴저지	중앙위원회에서	초안하여,	
2003년	4월	하와이대회	임시총회에서	개정.
5차	개정안은	2008년	아틀란타	총회에서	개정.
6차	개정안은	2011년	워싱턴	총회에서	개정.

D. The elected President shall appoint the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with consideration of location, gifts and 
grace, age and gender.

ARTICLE 5. THE CENTRAL COUNCIL

Section 12 MEMBERS
Membership of this organization shall consist of a 
Jurisdictional representative, Korean Bishop, Korean Mission 
Bishop, representatives elected by the Executive Board.

Section 13 DUTIES
The Central Council shall carry out the decisions made by 
the KAUMC.

Section 14 MEETINGS
The President of the KAUMC shall convene the Central 
Council meetings. In the event of a vacancy, the immediate 
former President shall convene the meeting and elect a 
new President.

ARTICLE 6. FINANCE

Section 15 FINANCIAL RESOURCES
A. Revenue of KAUM shall be met by annual membership 
fees, churches dues, agency funding, and the 
denominational funding.
B. All churches under KAUM shall pay 0.2% of their budget 
for their church dues.
C. The members of the KAUMC shall pay membership 
fees according to the decision made by the Annual 
Convocation of KAUM.

Section 16 AUDIT
Two members shall be elected as auditors from the Annual 
Convocation. The auditors shall finish the audit before the 
next Annual Convocation, and make the audit report in 
writing to the Annual Convocation of KAUM.

ARTICLE 7. ADDITIONAL REGULATIONS

Section 17 AMENDMENTS TO THE BYLAWS
A. Any amendments to the Bylaws require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 Annual 
Convocation.
B. The Bylaws shall be effective immediately as amended.

History: The Bylaws were first approved on March 10th, 1978 at 
the Annual Convocation in Evanston Illinois.
1st Amendment was requested by the Extended Council on 
May 1986 and amended on January of 1987 at the Annual 
Convocation.
2nd Amendment was requested by 10th Annual Convocation, 
and amended on 1993.
3rd Amendment was amended on May 14th Annual Convocation 
in Detroit Michigan.
4th Amendment was drafted by the New Jersey Central Council 
on January of 2003, and amended on April 2003 at the special 
sessions.
5th Amendment was amended on 2008 at the Annual 
Convocation in Atlanta, Georgia.
6th Amendment was amended at the 2011 Annual Convocation 
in Washington D.C.

2016년총회재정 보고

1/1/2016 ~ 12/31/2016

수입 
Income

항목(Item)	 금액(Amount)

2016년	총회	등록비	 $46,025.00

2016년	총회	헌금	 $3,519.00

2016년	총회	교회분담금	 $85,100.00

2017년	총회	개인교역자	회비	 $150.00

목회자	학교	보조금,	이사회비	 $28,000.00

느헤미야	운동	이사회비	 $5,500.00

한인총회	40년사	기금	 $1,000.00

2016년	총회	호텔	현금	잔액	입금,	Rebate	 $1,713.00

중앙위원회	Single	Room	Fee	 $255.00

40년사	출판비	잔액	 $303.24

총수입(Subtotal) $171,565.24

2016년 총회지출내역 
2016 Annual Convocation Expense List

항목	(Item)	 금액(Amount)

총회	호텔비	 $99,599.86

총회	운영비	 $5,954.72

총회	Banner,	Poster,	Program	booklets,		 $2,306.00

Poster	Design	Fee

Bus	Rental,	Car	Rental		 $2406.41

총회	장학금(은퇴목사/선교교회)	 $4,000.00

총회	Childcare,	간사사례비	 $1,690.70

총회	신문광고,	초청강사	사례비	 $3,000.00

은퇴,	정회원	선물	 $807.65

총회	헌금	(2030,	중북부선교)		 $3,519.00

총회 총지출 $123,484.34

2015년 이월금 $51,349.15

2016년 총수입 $171,565.24

2016년 총지출 $207,272.40

12/31/2016 총잔액 $15,641.99

지출 
Expense

항목(Item)	 금액(Amount)

2016년	총회	 $123,484.34

목회자학교	 $28,000.00

느헤미야운동	 $4,000.00

넥서스,	타인종,	여성	목회자	장학금	 $11,900.00

선교	총무	사례,	활동비	 $20,584.77

21대	임원수련회	&	Administration	 $5,080.03

40년사	출판이사회	&	사순절	묵상집(10명	감사)	 $1,200.00

총회장	서부지역방문	비용	&	6~7월	임원회	회의비	 $774.60

8월	임원	인수인계,	중앙위원회	경비	 $7,950.75

사무비(행정,	우편)	 $123.36

크리스챤	져녈	홍보비	 $1,300.00

2017	총회	답사비	 $822.82

‘2030	Conference’	보조		 $2,000.00

2017	비영리단체	연회비	 $52.50

총지출(Subtotal) $207,2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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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감사보고 한인총회회비납부명단Financial Audit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21일 총회 회비(분담금) 납부 교회 및 기관/개인 교역자 총회 회비(분담금) 

지난	총회시(2016년	4월	6일)	보고된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감사	이후,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회계	자료를	검토한	재정	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년	총수입	(2015년	이월금	$51,349.15	포함)	 $51,349.15

2016년	총수입	 $171,565.24

2016년	총지출	 $207,272.40

12/31/2016	총잔액	(은행	잔고)	 $15,641.99

장부상의	기록과	은행의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의	보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감사:	유영래	장로	

총회 회비(분담금) 납부 교회
As of April 2, 2017

탤라하시교회,	Tallahassee,	FL	 유혁재	목사	 $200
앵커리지교회,	Anchorage,	AK	 금원재	목사	 $500
후레즈노교회,	Fresno,	CA	 김규현	목사	 $225
아콜라교회,	Paramus,	NJ	 안명훈목사	 $2,000
챨스톤교회,	N.Charleston,	SC	 배연택	목사	 $1,000
어바인드림교회,	Irvine,	CA	 원홍연	목사	 $125
알버커키교회,	Albuquerque,	NM	 김기천	목사	 $1,000
디트로이트중앙교회,	Madison	Hgts,	MI	 정건수	목사	 $1,000
갈보리교회,	E.	Brunswick,	NJ	 도상원	목사	 $2,000
베다니교회,	Wayne,	NJ	 이기성목사	 $2,000
와싱톤사귐의교회,	Centreville,	VA	 김영봉	목사	 $1,000
사바나교회,	Savannah,	GA	 박진원	목사	 $1,000
사랑나무교회,	Woodland	Hills,	CA	 이상호	목사	 $500
로체스터제일교회,	Rochester,	NY	 이진국	목사	 $225
밸리교회,	Granada	Hills,	CA	 류재덕	목사	 $2,000
후러싱	제일교회,	Flushing,	NY	 김정호	목사	 $10,000
시카고	제일교회,	Wheeling,	IL	 김광태	목사	 $4,000
전국여선교연합회	 김리자	권사	 $700
샌디에고교회,	San	Diego,	CA	 이성현	목사	 $3,000
뉴욕한인교회,	New	York,	NY	 이용보	목사	 $1,000
미네소타	복음교회,	Hopkins,	MN	 류계환	목사	 $1,000
에덴교회,	Baltimore,	MD	 신요섭	목사	 $1,000
밸리중앙교회,	Chatsworth,	CA	 이동규목사	 $125
성누가교회,	Kileen,	TX	 임찬순	목사	 $1,500
그린랜드교회,	Greenland,	NH	 한상신	목사	 $1,200
샌앤토니오교회,	San	Antonio,	TX	 배혁	목사	 $950
아틀란타	한인교회,	Duluth,	GA	 김세환	목사	 $2,000
라구나힐스교회,	Laguna	Hills,	CA	 림학춘	목사	 $1,000
LA	복음연합교회,	Los	Angeles,CA	 이영성	목사	 $500
와싱톤	한인교회,	McLean,	VA	 김한성	목사	 $5,000
샘물교회,	Mt.	Prospect,	IL	 박미숙	목사	 $125
산타클라라교회,	San	Jose,	CA	 홍삼열	목사	 $2,000
뉴져지연합교회,	Englewood,	NJ	 안성훈	목사	 $2,000
남부시카고교회,	Flossmoor,	IL	 김윤기	목사	 $1,000
체리힐제일교회,	Cherry	Hill,	NJ	 고한승	목사	 $1,500
올랜드팍	교회,	Palos	Heights,	IL	 조건상	목사	 $100
베델교회,	Santa	Maria,	CA	 남기성	목사	 $200
새벽빛	교회,	OKC,	OK	 엄준노	목사	 $1,500
태평양교회,	S.	Pasadena,	CA	 이도원	목사	 $200
엠마오	교회,	Richmond,	VA	 김철기	목사	 $500

기관/개인 교역자 총회 회비(분담금) 납부 
As of April 2, 2017

김선영	감리사,	VA	York	River	District	 $100
김성남	목사,	Forest	St.	UMC,	Clarksville,	TN	 $75
김진양	목사,	Steward	UMC,	Steward,	IL	 $75
홍사라	목사,	Minooka	UMC,	Minooka,	IL	 $75
채민정	목사,	Covenant	UMC,	Fond	Du	Lac,	WI	 $75
김호근	목사,	Zion	UMC,	Mendota,	IL	 $75
박영미	감리사,	NIC	Dekalb	District	 $100
그레이스	오	목사,	Evangelical	UMC,	Ottawa,	IL	 $75
김학섭	목사,	Riverview	UMC,	Ormando	Beach,	FL	 $50
진경	목사,	Emerickville	UMC,	Brookeville,	PA	 $75
곽철환	목사,	Harris	UMC,	Honolulu,	HI	 $75
박신애	목사,	Embury	UMC,	Little	Silver,	NJ	 $75
김지나	감리사,	Palisades	District,	NJ	 $100
안성훈	목사,	Korean	Community	Church	of	NJ	 $75
김선혜	목사,	Cornerstone	UMC,	Placentia,	CA	 $75
이종민	기관목회,	NIC,	Cong.	Development	 $100
이형재	목사,	Matthews,	NC	 $75
한세희	감리사,	Cal	Pac,	Hawaii	District	 $100

보내주신	순서

보내주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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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관 보고 01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회고등교육사역부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소개와 사업 보고 
| 회장:	김리자	권사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150년의	선교역사를	가지고	앞

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땀과	헌신,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일이었다.	특별히	개체교

회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과	봉사를	해	온	여선교회	회원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	

‘여-선-교-회’는	이름	그대로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모인	여성들의	모임으로,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

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연약하고	힘없는	여성들을	선교도구로	쓰신	증거임을	알	수	있다.

	

전국훈련세미나를	통해	지도자	선교훈련을	받은	여선교회	회원들은	개체교회에서	UMW에	가입한	후,	

지방회,	연회,	지역회에서	임원과	이사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2004	년	뉴욕	연회	이사였던	김경자	권사

가	동양인으론	최초로	연합감리교회	총회	세계선교부	여성국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	

120여	년	전	미국	여선교회가	세운	‘이화학당’의	졸업생이	여성국의	회장이	된	것이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더욱	발전하여	2003년	‘전국연합회’를	조직하였고,	10개	지역(뉴욕,	뉴저

지,	남가주,	북가주,	뉴잉글랜드,	서오하이오,	록키마운틴,	북조지아,	북일리노이,	델라웨어	볼티모어)에	

연합회를	조직하여	미국	여선교회와	함께	국내와	국외선교에	참가하며,	다양한	지도자	훈련과	세미나

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히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연합감리교회의	기독여성	지도자

훈련,	주일학교	교사교육,	문맹	퇴치와	건강	위생교육,	여자신학생	양성	등을	통해서	여성과	아동과	청

소년들이	보다나은	미래를	갖도록	돕고	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남방	아시아에서	전도부인	사역을	실시하였고,	2008년부터	중국,	2009년부

터	몽골	그리고	새롭게	2015년부터	중앙아시아	기독여성훈련을	카자흐스탄에서	시작하였다.	2015년부

터	새로운	사역지인	유라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걸쳐서	살고	있는	고려인	UMC	교회	여성들을	위한	훈련

을	실시하고	있다.	유라시아는	러시아와	사할린을	칭하는	지명으로	그곳에	살고있는	고려인들은	역사

적으로	한을	많이	가진	우리	동포들이다.	

2차	세계대전	때일본인들에	의해	블라디보스토크와	시베리아	그리고	사할린까지	강제	이주되어	살게	

되었고,	1937년	8월부터	12월까지	소련의	스탈린	정권은	50만명이나	되는	고여닌들을	강제로	블라디

보스토크에서	화물	열차에	테워	중앙아시아라는	벌판에	내다버렸다.	40일	간	기차를	타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병,	추위로	얼어죽었고,	카자흐스탄과	우주베키스탄에	버려진	고려인들은	영하	50

도나	되는	혹한에서	9만	명	이상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었다고	한다.		

	

그들은	맨손으로	땅을	파고	갈대를	꺾어서	토굴을	만들어서	그해	겨울을	지난	후에	봄이되자,	아무	것

도	자라지	않던	허허벌판을	맨손으로	농토를	만들고	가슴에	품고	온	벼씨를	뿌려서	오늘날	그곳을	곡

창지대로	만들고,	지금	거기에서	고려인	4세대까지	살고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	우주베키

스탄,	카자흐스탄,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	사할린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데	항상	소수민족으로서	지배자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고려인들에게	

UMC	교회들이	세워졌고,	UMC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현재	고려인	여성들을	

위한	기독	여성훈련에는	러시아인,	카작인,	우주베키스탄인들도	참석하고	있으며	미	연합감리교회	여선

교회(UMW)	본부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전국연합회는	2017년	3월	유라시아	여선교회	지도자훈련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5

월에	카자흐스탄	우소도베에서도	여선교회	지도자훈련이	준비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부

름받은	우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넘어서서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응답

하며	나아가려고	한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립

보서	1:6).	

2017년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선교사역일정

	 1월	19~21일	전국연합회	임원회	&	수련회(Atlanta	KUMC,	GA)	

	 3월	27~30일	Young	Women’s	Leadership	Training(GBCS,	DC).	CCUN,	UMC	Peace	Committee,	
GBGM,	GBCS,	한인목회강화위원회와	함께	실시	

	 3월	28~30일	유라시아	여선교회	지도자훈련(블라디보스토크,	Russia).	UMW	본부와	스크랜튼	센

터,	러시아	UMC	와	함께	실시	

	 5월	4~6일	중앙아시아	여선교회	지도자훈련(우소도베,	Kazakhstan).	UMW	본부와	스크랜튼	센터

와	함께	실시	

	 7월~8월	지역연합회	선교학교	참석(Mission	U)	

	 9월	28일~10월	1일	한인여선교회	전국지도자훈련(네쉬빌,	Tennessee)	UMW	본부와	스크랜튼	센

터와	함께	실시	

	 10월	25~29일	평화기도센터	입당예배와	고려인	역사	배우기(블라디보스토크,	Russia	러시아	UMC,	

스크랜튼센터,	한인총회	유라시아	선교부,	GBGM과	함께	실시	모든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을	초대합

니다(Mission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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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고등교육사역부
THE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 박희로	목사	Executive Director of Clergy Lifelong Learning & UMC Cyber Campus

연합감리교회	총회고등교육사역부	사역의	초점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지도력	개발입니다.	특히	연회안수

사역부는	안수사역자,	본처목사,	협동회원을	준비시키고,	연합감리교회	관련	고등교육	기관들에	일반적

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고등교육사역부는	크게	두	사역국(고등교육과	안수사역)으로	구성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세	개의	개별	사무실(홍보실,	장학대부금관리실,	행정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목회자 평생 교육 사무실
목회자	평생	교육	사무실(Clergy	Lifelong	Learning)은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평생	교육,	목

회자	영성	교육,	여성	목회자지원,	그리고	연합감리교회의	소수인종	교역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

습니다.	또한	국제	신학교육	발전을	위한	일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	하십시요:	

http://www.gbhem.org/education/clergy-lifelong-learning

평생 교육 프로그램
	 UMC	Cyber	Campus	웹사이트	

	 http://www.umccybercampus.com	를	방문하시면	무료	온라인	학습	비디오들과	온라인	교육	및	학

위	프로그램을	한글로	보실	수	있습니다.	UMC	Cyber	Campus는	전체	사이트를	80개	언어로	번역

해	볼	수	있으며	56개	언어로	비디오를	통역해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	소그룹	평생	교육	프로그램

	 Nurturing	 Innovative	 Clergy	 Leadership과	 UM	 Clergywomen	 Health	 Initiative는	 8명의	 동료	

목회자들과	그룹을	만들어	자유롭게	배우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일년에	$9,300씩	2년간	

GBHEM,	연회,	목사	자신,	개	교회가	협동하여	각	구룹마다	자금을	보조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요:	 http://www.gbhem.org/education/clergy-lifelong-learning/spiritual-

formation/nurturing-innovative-clergy-leadership.	

	 목회자	온라인	코치	자격증	프로그램

	 코치가	되고자하는	목회자들이	코치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3개월	간의	

온라인	과정을	이수	해야하며	GBHEM이	장학금	보조를	하고	목회자	몫은	$1,700입니다.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mccybercampus.com/coaching/	

	 평생	교육	자금	보조

	 평생	교육	자금은	그룹	단위로	보조합니다.	2016년에는	한인여성목사협회,	마당	타인종	목회위원회,	

한국기독교감리교	목사님들의	코칭프로그램을	보조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박희로	목사에게	연

락하시기	바랍니다.	

총회고등교육사역부의 장학대부금 관리사역 
	 2008년	총회의	추천으로	2009년부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장학금이나	융자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gbhem.

org/loans-and-scholarships

	 대부금	사역을	통해	학생들은	5%	이자로	일	년에	$5,000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5대	5	프로그램).	

학생대부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gbhem.org/loans-and-scholarships/

loans를	방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학년별	기준으로	수여됩니다.	총회고등교육사역부는	다양한	기준과	마감일을	통해	50개	

장학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장학금	신청은	1월	초에	시작해서	마감은	3월	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gbhem.org/

loans-and-scholarships/scholarships을	방문하십시요.

목회자 평생 교육 사무실 소셜 미디어 목회
	 facebook https://www.facebook.com/clergylifelong.learning
	 twitter https://twitter.com/HiRhoypark
	 pinterest http://www.pinterest.com/hirhopark/
	 umc cyber campus  http://www.umccybercampus.com 

총회고등교육사역부의 새로운 웹사이트
http://www.gbhem.org

E-NEWSLETTER를	받으시려면	다음에서	신청하십시요:	http://www.gbhem.org/about	

문의 연락처
박희로	목사,	Ph.	D.	|	Executive	Director	

Clergy Lifelong Learning & UMC Cyber Campus | Division of Ordained Ministry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1001 19th Ave., South
P.O. Box 340007
Nashville, TN 37203-0007
Office: 615-340-7391 | Fax: 615-340-7358
E-mail: clergylifelonglearning@gbhem.org; hpark@gbhem.org

연대기관 보고 02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회고등교육사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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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계신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그	동안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에	헌금은	물론	기도로	적극	참여해	주신	한인연합감리교회	목
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워낙	넓은	미국	땅이라	연대	하기가	여간	어려운	가운데
에서도	지속적으로	1불	헌금	운동을	비롯하여	목회자	1%	헌금에	동참해	주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개
척교회	10여	곳	이상을	도울	수	있었고,	어려운	목회자들도	도울	수	있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이	것은	
시작입니다.	2015년	후는	1불	헌금	운동에,	1달	10불	선교헌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헤미야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급	하여도	열심히	돕는	교회
들을	통하여	지속적인	열매가	맺어짐에	감사	드립니다.	“기쁨의	언덕으로”의	편집도	여러	면에서	발전하
고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교회가	개척될	때	10,000불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운동을	통하여	서로	서로	
힘을	얻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통하여	앞으로는	연약한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도	적극	돕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감하고	있듯이,	이민자들은	줄어들고	교회의	현실	상황은	고령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
리	서로가	한마음	되어	작은	것들을	모아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
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실감합니다.	한인	교회를	섬기시던지,	미국인	회중을	섬기시던지	문제가	아
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하여	“느헤미야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은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미국인	회중을	섬기시는	목회자들	중에서	“기쁨의	언덕으로”를	묵상지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지가	미국인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
다.	목사님들께서	앞으로	“느헤미야	운동”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	들을	격려	해	
주시고	목사님들도	이	운동에	동참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지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의	재정	현황을	첨부합니다.

수입/지출 내용 (2016/03/31~2017/02/28)

수입	 INCOME

Date	 Description	 	 Amount	$

03/31/16	 (06/20/14~03/31/16)		 누적	Total:	 201,380.00

	 	 Balance	as	of	2016/03/31:	 71,921.88

	 1불	헌금	모금	잔액		 2016/03/31	현재	 -31,232.00

	 목회자	1%	헌금	잔액		 2016/03/31	현재	 -27,940.00

	 운영비	사용	가능	잔액		 2016/03/31	현재		 12,749.88

04/08/16	 남부플로리다	평신도	$1	헌금	 	 2,857.00

04/08/16	 LA	GOSPEL	김웅민	$1	헌금	 	 500.00

04/08/16	 함정례	목사	$1	헌금	 	 126.00

05/09/16	 오클랜드	교회	이사회비	 	 500.00

05/09/16	 남부플로리다	(이철구)	이사회비	 	 1,000.00

05/09/16	 드림교회	$1	헌금		 	 9,361.00

05/09/16	 김용중	개인	$1	헌금	 	 365.00

05/09/16	 정홍	개인	$1	헌금	 	 120.00

05/09/16	 시카고한인교회	여선교회	$1	헌금	 	 700.00

05/09/16	 Jaclyn	June	Lee	개인	$1	헌금	 	 120.00

05/31/16	 (04/01/16~05/31/16)		 Sub	Total:	 15,649.00

05/31/16	 (06/20/14~05/31/16)		 누적	Total:	 217,029.00

	 	 Balance	as	of	2016/05/31:	 71,533.80

	 1불	헌금	모금	잔액		 2016/05/31	현재	 -45,381.00

	 목회자	1%	헌금	잔액		 2016/05/31	현재	 -25,510.00

	 운영비	사용	가능	잔액		 2016/05/31	현재		 642.80

06/22/16	 시카고제일교회	평신도	$1	헌금	 	 2,630.00

07/06/16	 조종애	선교사님:	이사회	비		 	 3,000.00

07/27/16	 정희수	감독	$1	헌금	 	 1,000.00

	 정임현	사모	$1	헌금		 	 365.00

	 이훈경	목사:	이사회비		 	 200.00

08/05/16	 Joseph	Jung	목사	Summerside	UMC,	Cincinnati,	OH	 	 100.00

08/15/16	 (06/01/16~08/15/16)		 Sub	Total:	 7,295.00

08/15/16	 (06/20/14~08/15/16)		 누적	Total:	 224,324.00

	 	 Balance	as	of	2016/08/15:	 77,828.80

	 1불	헌금	모금	잔액		 2016/08/15	현재	 -49,476.00

	 목회자	1%	헌금	잔액		 2016/08/15	현재	 -25,510.00

	 운영비	사용	가능	잔액		 2016/08/15	현재		 2,842.80

08/23/16	 SeonYoung	Kim,	DS	in	Virginia	$1	헌금	 	 500.00

09/26/16	 Joanne	JongAe	Cho	이사회비	 	 1,000.00

09/26/16	 Dong	Shin,	Shoreview,	MN	$1	헌금	 	 100.00

09/27/16	 Detroit	KUMC	장찬영	목사	$1	헌금	 	 10,000.00

09/27/16	 송병윤	장로	Detroit	KUMC	이사회비	 	 500.00

10/10/16	 김윤기	Highland	Park,	IL	이사회비	 	 300.00

10/20/16	 Irvine	Dream	KUMC	원홍연	목사	$1	헌금	 	 120.00

상임위원회 보고 01

느헤미야운동
한인목회강화협의회

타인종 목회자회

목회자학교

청년학생선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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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6	 김지나	감리사	NJ	연회:	이사회비	 	 500.00

10/20/16	 이훈경	목사:	이사회비	 	 500.00

10/20/16	 유영래	장로	남부	플로리다:	이사회비	 	 500.00

10/20/16	 양훈	장로	뉴저지	연합교회:	이사회비	 	 500.00

10/31/16	 이훈경	목사:	이사회비	 	 500.00

11/04/16	 (08/16/16~11/04/16)		 Sub	Total:	 15,020.00

11/04/16	 (06/20/14~11/04/16)		 누적	Total:	 239,344.00

	 	 Balance	as	of	2016/11/04.:	 76,541.21

	 1불	헌금	모금	잔액		 2016/11/04	현재	 -50,196.00

	 목회자	1%	헌금	잔액	 	2016/11/04	현재	 -25,510.00

	 운영비	사용	가능	잔액		 2016/11/04	현재		 835.21

11/09/16	 조종애	선교사:	이사회비		 	 3,000.00

12/09/16	 시카고제일교회	선교헌금		 	 200.00

12/23/16	 밸리	중앙교회	(이동규	목사)	선교헌금	 	 363.00

01/10/17	 San	Diego	KUMC	(이성현	목사)	$1	헌금	 	 4,400.00

01/10/17	 Berkeley	KUMC	(김종식	목사)	$1	헌금	 	 480.00

01/27/17	 Bloomington,	IN	KUMC:	$1	헌금	 	 300.00

02/28/17	 (11/05/16~02/28/17)		 Sub	Total:	 8,943.00

02/28/17	 (06/20/14~02/28/17)		 누적	Total:	 248,287.00

	 	 Balance	as	of	2017/02/28:	 70,962.03

	 1불	헌금	모금	잔액		 2017/02/28	현재	 46,139.00

	 운영비	사용	가능	잔액		 2017/02/28	현재		 23,823.03

지출	PAYMENT

Date(Check#)	 Description	 	 Amount	$

03/31/16	 (07/16/14~03/31/16)		 누적	Total:	 129,458.12

04/28/16(1086)	 Mr.	Tony	Ahn:	Brochure	제작비	 	 797.65

04/30/16(1087)	 민대일	목사	2016년	4월	사례비	 	 500.00

05/31/16(1088)	 민대일	목사	2016년	5월	사례비	 	 500.00

05/31/16(1089)	 이훈경	목사	Reimburse	FEDEX	4/9/16	 	 129.89

05/31/16(1090)	 김한성	Reimburse	IPAD	for	winner	of	Nehemiah	Name		 	 1,110.98

05/31/16(1091)	 김한성	Expense	Pleasant	Hills	Editing	Team	Meals	 	 717.22

	 (12/2014~11/2015)

05/31/16(1092)	 Korean	Ministry	Plan	of	GBGM:	 	 9,800.00

	 Mission	Share	for	Program	Director	-	50%	of	2016	budget	

05/31/16(1093)	 Reimburse	2	new	stamps	for	Nehemiah:	Michael	H	Yang	 	 51.34

05/31/16(1094)	 이동섭	목사	New	Orleans	KUMC,	Metairie,		 	 1,137.00

	 TX	(50%	Medical	Bill)	1%	헌금	중	지불		

05/31/16(1095)	 나길석	목사	Fort	Worth	KUMC,	N.	Richland,	TX	(50%	Medical)		 1,293.00

05/31/16	 (04/01/16~05/31/16)		 Sub	Total:	 16,037.08

05/31/16	 (07/16/14~05/31/16)		 누적	Total:	 145,495.20

06/27/16(1096)	 민대일	목사	2016년	6월	사례비		 	 500.00

07/29/16(1097)	 김종완	목사	2016년	7월	사례비	 	 500.00

08/15/16	 (06/01/16~08/15/16)		 Sub	Total:	 1,000.00

08/15/16	 (07/16/14~08/15/16)		 누적	Total:	 146,495.20

08/30/16(1098)	 HoonKyeong	Lee:	Reimburse	Travel	 	 291.20

08/30/16(1099)	 ChongWan	Kim:	2016년	8월	사례비	 	 500.00

09/19/16(1100)	 Thomas	E.	Kim:	Pleasant	Hill	Edit	Team		 	 300.00

09/19/16(1101)	 MyungSun	Han:	Ditto	 	 300.00

09/19/16(1102)	 Hyeok	Bae:	Ditto	 	 300.00

09/19/16(1103)	 Hyun	S.	Jung:	Ditto	 	 300.00

09/19/16(1104)	 Kwang	Hoon	Lee:	Ditto	 	 300.00

09/19/16(1105)	 Hwa	Young	Chong:	Ditto	 	 300.00

09/19/16(1106)	 Sun	Hyung	Jo:	Ditto	 	 300.00

09/19/16(1107)	 Yon	Taek	Bae:	Ditto	 	 300.00

09/19/16(1108)	 Seung-Il	Whang:	Ditto	 	 300.00

09/19/16(1109)	 Chiyong	Oh:	Ditto	 	 300.00

09/19/16(1110)	 KwangTae	Kim:	Ditto	 	 300.00

09/19/16(1111)	 Hyok	In	Kwon:	Ditto	 	 300.00

09/19/16(1112)	 KeiHwan	Ryoo:	Ditto	 	 300.00

09/26/16(1113)	 이훈경	목사	Reimburse	식사비용		 	 1,303.23

	 9/19/16~9/22/16	시카고	편집자	회의	

09/29/16(1114)	 Chong	Wan	Kim:	2016년	9월	사례비	 	 500.00

09/29/16(1115)	 Jesus	Love	KUMC,	Sunnyvale,	CA	(정현섭	목사)	개척교회	지원	 10,000.00

10/27/16(1116)	 ChongWan	Kim:	Reimburse	shipping	08/04/16	 	 31.16

10/27/16(1117)	 ChongWan	Kim:	2016년	10월	사례비	 	 500.00

10/28/16(1118)	 이훈경	목사	Reimburse	Travel	to	San	Diego	10/22/2016	 	 282.00

11/04/16	 (08/16/16~11/04/16)		 Sub	Total:	 17,307.59

11/04/16	 (07/16/14~11/04/16)		 누적	Total:	 163,802.79

11/10/16(1119)	 Korean	UMC	San	Diego:	Rancho	Bernado	Hope		 	 10,000.00

	 개척교회	지원비	

11/28/16(1120)	 김종완	목사	2016년	11월	사례비	 	 500.00

(1121)	 VOID	 	 0

12/28/16(1122)	 김종완	목사	Reimburse	출장비		 	 522.18

12/28/16(1123)	 김종완	목사	2016년	12월	사례비	 	 500.00

01/28/17(1124)	 김종완	목사	2017년	1월	사례비	 	 1,000.00

02/27/17(1125)	 김종완	목사	2017년	2월	사례비	 	 1,000.00

02/28/17	 (11/05/16~02/28/17)		 Sub	Total:	 13,522.18

02/28/16	 (07/16/14~02/28/17)		 누적	Total:	 177,3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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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나의 교구! The World Is My Parish!”
-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

I. 한인목회강화안과 사역영역 확장
한인목회강화협의회(한목협)는	지난	회기에	그	영문	이름을	 Korean	 National	 Plan에서	 Korean	

Ministry	Plan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본	기관이	미국	내의	사역에	한정되었던	영역을	해

외선교와	관련된	사역으로	확장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지난	해	열린	2016년	교단총회(General	

Conference)에서도	이	기조는	유지	되었는데,	소규모의	정책전환이지만	뜻깊고	중요한	변화로	여겨

져	이와	관련된	설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내의	사역에	한정되었던	한목협의	사업은	그	영역과	관련된	정체성을	중심으로	지난	네	

회기	동안	‘US	National	Plan’이었습니다.	이제는	발전적으로	해외선교	관련사역까지	포함하는	영역

적	확대를	통해	연합감리교회	전체를	섬기는	명실상부한	‘UMC	Plan	for	the	Whole	Church’가	되기

로	결정한	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i) 시대적 요청과 관련된 세 가지 이유
첫째,	연합감리교회가	전세계적	교회(Global	Church)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본래	미국적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종종	‘미연합감리교회’라는	표현을	인쇄물에

서	보게	됩니다.	이는	연합감리교회에	지체로	속해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유럽	등의	연합

감리교회를	배제하는	다수	중심적	사고에	나온	잘못된	표기로	인식되어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지난	10여년간,	교단적으로	전세계적	교회로서의	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the	worldwide	

nature	of	UMC)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	비전을	중심으로	전체교회가	의도적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성이	제시되어	전교회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목협에서도	미국내	한인교회의	

주요	핵심사역	-	교회개척/지도력향상/차세대목회/목회자료개발	-	을	섬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교단의	방향과	흐름에	함께	참여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째,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중심사역인	해외선교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어느	

배경을	지닌	교회보다도	(해외)선교지향적	교회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선교는	실지로	한인교회의	심장

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인교회의	목회와	선교지원이	주된	사명인	교단기관의	입장에서	‘해외

선교’	분야가	자연스럽게	한목협의	사역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한목협의	예산을	심의하는	교단총회의	구성원을	고려하여	좀	더	확대된	지지와	호응을	얻기	

위함입니다.	한인목회강화안과	회기예산은	교단총회(General	Conference)에	4년에	한	번씩	제출되

어	갱신되는데,	이를	결정하는	대의원단의	구성을	보면	2016년	교단	총회를	기준으로	약	42%가	미

국외에서	선출된	이들입니다.	한목협은	교단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이들이	속한	세계	각지의	연

합감리교회와	보조를	함께	하며	선교적으로	협력하려는	의도를	표명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ii) 예산할당과 해당 사역의 예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점은	한목협의	사역영역이	미국외로	확장되더라도	그	주된	사역영

역은	본	기관이	처음	시작될	때	제시된	‘미국내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런	견지에서	전체	프로그램	예산	중,	약	10%	정도가	해외선교사역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할당될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사역은	한목협의	중점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내규를	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는	일반적인	재정지원(Grant)을	통해서	지원하

기	보다는	한목협의	자체	혹은	협력	프로젝트로	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교단의	세계선교부(Global	Ministries)와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된	이	분야의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얀마(Miyanma/Burma)	감리교회	소그룹사역	지원	-	한인총회와의	협력사역

2.		유럽과	중동에	분포한	한인해외동포(Korean	Diaspora)를	위한	선교사	소그룹사역	지원	-	기독

교대한	감리회와의	협력사역

3.	 한반도	통일과	평화사역	지원	-	평화위원회와의	협력사역

4.	 재일한인동포의	인권향상과	목회강화	-	재일대한기독교회와의	교류와	협력

5.	 중앙아시아	카작스탄	Kazakhstan의	한인들과	지역	감리교인들을	위한	리더쉽	소그룹사역

아울러,	한인총회와	선교협의회(Global	Mission	Network)	그리고	각	지역선교위원회의	선교사역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일도	전략적으로	감당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목협은	미국내	한인교회의	지원	사역의	근간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

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아울러	추가적으로	해외선교사역의	분야도	프로그램	예산의	약	10%

의	한도	내에서	그	영역을	서서히	그리고	신중하게	넓혀	갈	계획입니다.	이는	실로	‘지경을	넓혀	주

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기도와	

협력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상임위원회 보고 02

느헤미야운동서신

한인목회강화협의회
타인종 목회자회

목회자학교

청년학생선교위원회

선교위원회

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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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차기 회기(2017~2020) 한인목회강화안
다음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다음	회기를	위해	작년	5월,	오레곤주	포트란드시(Portland,	Oregon)

에서	열린	2016년	교단총회(General	Conference)에서	인준된	한인목회강화청원안의	요약입니다.	

i) 2017~2020 회기 예산
	2016	총회	청원액:	$3,122,371

	교회개척	사역	35%

	리더쉽개발	사역	30%

	차세대사역	25%

	정의사역/세계선교협력사역	10%

ii) 중점사역 분야와 목표
교회개척/재활성화	사역	

	3~5년	내에	자립을	목표로	한	12개	한인교회	개척과	재개척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양육/지원

	개척된	교회와	기존교회가	제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소그룹	리더	훈련	진행

리더쉽개발	사역

	한인교회	목회자	지도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실행과	지원

	한인	여교역자와	타인종	목회자를	위한	지도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평신도	지도력	향상을	위한	지역적/전국적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회중개발의	도구로서의	소그룹	자료	개발	및	보급

차세대	사역

	5개	영어회중	개척지원

	새롭게	개척된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소그룹	리더	훈련

	타인종/교차문화	목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차세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력	향상

	여호수아	프로젝트(Joshua	Project)	실행:	차세대	목회자	언약그룹

정의	사역	및	세계선교협력	사역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정의사역	지원과	참여

	연대사역을	통한	이민자	지원사역과	이민정책	변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	

	UMC	해외선교사역	강화를	위해	한인연합감리교회/세계선교부와의	협력

Korean Ministry Plan/UM Council on KA Ministries Contact Info
During this quadrennium, Bishop Hee-Soo Jung serves as President with Bishop Grant 
Hagiya as Vice President. Paul H. Chang continues to serve as the Executive Director and 
Program Associate is Ms. Erin Kim at the Atlanta office. The Administrative office will be 
located within Global Ministries in Atlanta, Georgia, and the Executive Director will continue 
to work out of the New York/New Jersey area. 

Korean Ministry Plan
Global Ministries
458 Ponce De Leon Ave. NE
Atlanta, GA 30308
TEL. 404-460-7936 | pchang@umcmission.org   

2017~2020 Quadrennium UM Council on Korean Ministries
Organization and Members

UM Council on Korean American Ministries Members

• Council of Bishops (2): Bishop Hee-Soo Jung, Bishop Grant Hagiya

• Representative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Kwangtae 
Kim, KMP Missionary (TBA)

• Program Area Ministry Team Coordinators: Gina Kim, Jonathan Park, Han Sung Kim

•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Lija Kim

•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Korean United Methodist Men: Richard Kim

• Laity: Dongyoon Kim(M)/Julie Sohn(F)

•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astors Serving in Cross-cultural Appoint-
ments: Grace Pak

•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Clergy-
women: Sunny Ahn

• Representative of Nexus: Tarah Lee

• Executive Director (ex-officio): Paul H.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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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종 목회자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Pastors Serving Cross Racial Appointment

| 그레이스	박	목사	Rev.	Grace	Pak

영원한	 창조주시요,	 오늘날	 우리가	 맞닥드린	 현실의	 참	 소망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43:19)

지난	회기를	통해서	타인종	목회자회에서는	성공적이고	건강한	목회자	양성을	
돕고	 우리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CRCC마당’(타인종	 목회자학교)
를	열개	되었습니다.	타인종	목회자학교의	목적은	연합감리교회	내에	타인종	목회현장에서	새롭게	사역	
시작하는	다수의	한인	목사님들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타인종	목회자학교는	배움뿐만아니라,	나눔,	회복,	교제와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취지에서	다음의	비젼들을	제시합니다.
	 목회자의	심신,	영혼	전반에	걸쳐	건강하고	균형잡힌	배움의	장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계화의	변화에	맞춰	문화적	다양성과	그	이해에	충실한	목회자가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리더로	 성장하도록	 타인종	 목회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응용	 및	 실천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합니다.	
	 타인종	목회사역의	역할과	시대적	사명을	새로운	신학적	틀을	바탕으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타인종	목회현장에서	사역하는	9명의	목사님들과	더불어	‘타인종	목회자학교’
를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올	2월에	걸쳐	여덟	번의	온라인	강의를	매주	화요일	오후에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온라인	강의프로그램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주신	박희로	목사님과	GBHEM
에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교특강	-	전	복음서	이해를	가지고,	오정선	박사님
	 소그룹인도	특강,	이성호	목사님
	 목회전략과	계획	특강,	조영진	감독님
	 목회자의	은퇴준비과	관련	서비스	특강,	피터	항,	GBPHB
	 연합감리교회	시스템에	관한	이해	특강,	박희로	박사님

	 리더십	특강,	박영미	감리사님
	 신학과	목회	특강,	정화영	박사님
	 지역교회	목회자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	특강,	그레이스	박	박사님

이와	더불어	타인종	목회자학교에서는	올해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에	걸쳐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신	
목사님들과	강사님들	모시고	영성훈련과	더불어	실제로	함께	배움을	마무리하는	마당주간을	개최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8월	7일부터	10일에는	타인종	목회자	수련회를	주최하여	처음	타인종	목회자회가	발족했던	
시카코에	모여	2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RE-Member”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합	감리교에서	한인목회자로서	섬겨왔던	타인종	목회사역들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오늘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속에서	당면한	어려운	과제들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후배	목회자들과	
가족들도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위로와	기쁨을	나누고	향후에	계속될	타인종	사역의	목회적	비젼를	꿈꾸고	
기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Thanks be to God, the Creator, who continues to create, bringing new hopes and realities into our world!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desert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Is 43:19) 

In an effort to support our CRCC community to be effective and faithful pastors and to build up the body of 
Christ, we created an Institute for Cross Racial Cross Cultural Ministries called “CRCCmadang”. 

The purpose of CRCCmadang is to cultivate a new generation of Korean-American UM Clergy through 
holistic learning to become transformative global leaders. CRCCmadang will be a gathering place of 
learning, sharing, renewing, playing and growing together. We seek to live into this vision through the 
following.
• Create a healthy and balanced learning environment for body, mind and spirit.
• Strengthen cultural competency and sensitivity in a global context.
• Offer practical CRCC ministerial tools to develop relevant and effective leaders.
• Cultivate a new theological paradigm for CRCC ministries. 

We have launched pilot CRCCmadang in October 2016 with 8 participants. We began with series of 8 online 
classes every Tuesday afternoon from November 2016 through February 2017. The online courses were 
as follows. We want to express special thanks to the Rev. Dr. HiRho Park and GBHEM for providing the 
technology and assistance with the WebEx platform making the online classes possible.

• Preaching the Whole Gospel – Rev. Dr. Jung Sun Oh
• Leading Small Groups – Rev. Sung Ho Lee
• Strategic Planning: What, Why & How? – Bishop Young Jin Cho
• Retirement Plan & Services (GBPHB) – Peter Hang
• Navigating the UMC system – Rev. Dr. HiRho Park
• Leadership Essentials – D.S. Young Mee Park
• Theology & Ministry – Rev. Dr. Hwa Young Chong
• Coaching in the Local Church – Rev. Dr. Grace Pak

CRCCmadang will culminate with a weeklong intensive spiritual formation, learning, and reflective time 
May 15-19, 2017. 
 

Also, we will be celebrating 20th anniversary of 
our KA CRCC Association August 7~10, 2017 in 
Chicago, as our association had our beginning 
in Chicago. The theme will be “RE-Member”. 
This is an exciting gathering, and we look forward 

to celebrating 20 years of KA CRCC ministry in the UMC. At this convocation, we will look back at our 
collective journey thus far; examine current challenges we are facing as we engage in the CRCC ministry 
in the context of current social and political climate; and look ahead to the future vision of CRCC ministry. 

상임위원회 보고 03

느헤미야운동서신

한인목회강화협의회

타인종 목회자회
목회자학교

청년학생선교위원회

선교위원회

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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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학교 제3기 3~4학기 (2016~2017)
| 교장	류재덕	목사

3학기 2016년 9월 26일(월)~30일(금), 남부플로리다연합감리교회(이철구 목사), Fort Lauderdale

1.	 주제:	“목회자의	성경유형과	위기	관리,	&	목회	계획	-	MBTI	기법	활용”
2.	 함께	나누었던	중심	질문들
	 나는	나를	알고	목회하는가?	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가?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두려움의	대상인가?	들어주어야	할	아픔의	소리인가?
	 위기에	닥치면	나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가?	도망치나?	남	핑계를	대나?	두려워하나?	공격적으로	

변하나?	
	 건강한	사람,	건강한	교회는	위기를	어떻게	감당하나?	위기를	감당하는	힘의	본질은	어디서	오나?
	 혹시	위기가	계획	없이	목회하기	때문은	아닌가?	목회	계획을	하면서	목회하는가?	대충	상황에	

이끌려가면	목회하나?	나는	목회계획	일정을	가지고	있기는	한가?
3.	 참여자	발표:	“내가	경험한	목회	위기와	시도해본	방법”	(10분	발표),	“교회력에	맞춘	나의	일년	목회계획”	

4학기 2017년 1월 23일(월)~27일(금),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이성현 목사), San Diego

1.	 주제:	“목회자의	영성개발과	자기관리	Self-Care	and	Pastor’s	Spiritual	Development”
2.	 함께	나누었던	중심	질문들
	 나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목사	일’을	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진정	누구신가?	
	 목사인	나는	성경을	왜	읽나?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영적	길을	찾기	위해?
	 나는	내	생활을	관리하는	힘이	있나?	계획은?	대충	이끌려가면	목회하나?
	 목사인	나에게	가족은	무엇인가?	나에게	친구는	있는가?	나의	부족한	점을	진심으로	지적해	줄	

멘토가	있나?
	 목회자인	나에게도	취미생활이	있나?
	 누가	나에게	와서	억지로	십	리를	가자고	하면	난	갈	의향이	있나?	힘은	있나?

3.	 참여자	발표:	“나는	영성개발과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한다” (10분	발표),	“목회자	학교를	하면서	이런	점을	
새롭게	깨닫고,	내	목회현장에	이런	점들을	적용하였다”	

참석자 현황	 총	24명	등록,	23명	졸업
고은영	김은관	김은지	김정민	김학섭	김호근	김효익	박석만	박용삼	서준석	안성천	유태민	유혁재	이말용	
이번구	이종인	임흥수	정현섭	정요셉	조기현	진경	주은정	홍종욱	(총	23명)

2016년 8월~2017년 3월 20일 현재 도움을 주신 분들과 단체/교회 현황

개인

김형렬	목사	(목회자	학교1기)					 $500

김웅민	목사	 $1,000

단체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회장	림학춘	목사)		 $1,000

한인	목회강화	협의회	(정희수	감독)	 $10,000

교회

LA	연합감리교회,	CA	(이창민	목사)			 $700

감람교회,	HI	(안정섭	목사)			 $500

갈보리교회,	NJ	(도상원	목사)		 $500

나성금란교회,	CA	(정상용	목사)				 $800

남가주	주님의	교회,	CA	(김낙인	목사)					 $500

달라스	중앙교회,	TX	(이성철	목사)		 $10,000

라팔마	교회,	CA	(김도민	목사)		 $500

밸리연합감리교회,	CA	(류재덕	목사)		 $6,000

산타클라라교회,	CA	(홍삼열	목사)		 $1,000

성누가	교회,	TX	(임찬순	목사)		 $1,000

샌디에고교회,	CA	(이성현	목사)		 $1,000

와싱턴	사귐교회,	VA(김영봉	목사)		 $1,000

와싱톤	한인교회,	VA	(김한성	목사)		 $1,500

한미교회,	CO	(한동수	목사)		 $1,000

후러싱	제일교회,	NY	(김정호	목사)		 $2,000

남부플로리다	교회,	FL	(이철구	목사)		 $2,000	상당	물질지원

남녀	비율

여성	13%

타인종	목회	39%

한인	목회	61%
남성	87%

한인/타인종	목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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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생 선교위원회 | 2030 컨퍼런스 보고
| 오치용	목사

2030	컨퍼런스는	미국에	거주하는	청년,	학생들을	위해	

지난	15년	간	지속되어	온	청년학생선교대회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해	온	2030	컨퍼런스는	이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도	18개	

주	74개	교회에서	4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하나님	나라	Here	

&	Now’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강사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는	 핵심	 가치임에도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거나	 중요하게	 다뤄오지	 않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고,	

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한복판에서부터	신앙을	살아야	함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주	 강사인	 김형국	 목사님(서울나들목교회)은	 매일	 저녁	 집회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설명하시며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세	분의	주제강사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권혁인	목사님(열린교회)은	기독교적	사회정의에	관해	강의해	

주셨고,	황병구	집사님(재단법인	한빛누리)은	 ‘공적신앙을	가진	공공재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자기	삶의	실천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홍순관	집사님은	“나는	내	숨을	쉰다”라는	제목으로	

노래와	이야기를	엮은	공연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성찬식과	더불어	진행된	파송예배에서는	

장학순	목사님(한인목회강화협의회)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전체가	2030	컨퍼런스를	위해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이	강사로	섬겨	주셨고,	 한인목회강화협의회와	한인총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에서	

후원금으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는	 수년째	 장소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김형국	목사님은	감리교회가	다른	교단	목회자와	함께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홍순관	집사님은	이런	동역이	연합감리교회가	가진	열린	신학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참여한	학생들도	나흘	동안	많은	정을	함께	나누며	컨퍼런스	후에도	

사귐을	지속해	갑니다.	이런	사귐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연대의	밑그림을	그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돌아간	청년,	학생들이	교회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사
	 주	강사:	김형국	목사(서울	나들목교회)

	 주제	강사:	권혁인	목사(열린교회)

	 	 황병구	집사(재단법인	한빛누리)

	 	 홍순관	집사(가수)

	 	 장학순	목사(한인목회강화협의회)

	 찬양	인도:	심형진	전도사(전	예수전도단)

세미나 강사와 강의 제목
	 박영미	감리사:	“Growing	as	Confident	Leaders-Intercultural	Competency”	
	 강혜경	목사:	“Human	Sexuality에	관한	신앙적	이해”
	 우경아	목사:	“북한,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조찬주	집사:	“Small	Group,	Big	Impact”
	 김인섭	교수:	“일터에서	하나님	만나기”
	 장학순	목사:	“관계회복,	갈등관리,	회복”
	 권혁인	목사:	“사랑의	윤리학	개론:	연애는	미친	짓이다?”
	 황병구	집사:	“시간	경영:	관계중심적	삶으로	시간	경영	도전하기”
	 김형국	목사:	“한국교회	미래,	어떻게	준비할까?”
	 심형진	전도사: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상임위원회 보고 05

느헤미야운동서신

한인목회강화협의회

타인종 목회자회

목회자학교

청년학생선교위원회
선교위원회

평화위원회

44 452017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2017 The Annual Convocation of Korean United Methodist



2017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2017 KUMC Mission Conference on Site

|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협의회	회장	이승우	목사

정유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역	담당자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해	디트로이트에서의	선교대회는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선교적	방향”과	더불어	“함께하는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현지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생생한	‘하나님의	선교’를	보고	들음과	동시에	각	선교회를	

조직	및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개체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동역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선교대회는	이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선교현장에서	몸소	실천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모쪼록	단기선교를	계획	중에	있는	교회나	개별적으로	단기선교를	계획하기	

어려운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한다면,	더욱더	귀한	선교대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마다	늘어나는	참가자들과	숙소	마련	등	현지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에도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으로	모집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등록비와	

참가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등록비를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선교대회를	 위해	 개체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	

주시면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선교대회 일정 및 장소

	 기간:	2017년	7월	24일(월)	~	28일(금)

	 장소:	San	Jose,	Costa	Rica	(숙소:	Holiday	Inn)

	 인원:	선착순	150명	(개체교회	목회자	및	평신도)

	 회비:	$400	(숙소	및	식사	포함)

	 마감:	3월	31일까지	(조기마감	가능)

	 참가	신청서와	등록비	보내실	곳:

1518	Westbury	Park	Ct.

Montgomery,	AL	36117

(Payable	&	Mail	to:	‘Global	Mission	Network’)

	 문의:	홍성국	목사	(334-221-9392,	sungkukho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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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평화위원회 사업 보고
| 장위현	목사

1. 오병이어 사역
오병이어	북한	선교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노력입니다.	
2016년도에	오병이어	헌금은	크게	두	가지	사역에	지원되었습니다.	하나는	백내장	수술	지원사역입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평화위원회의	대표들이	평양	소재	안과	병원을	방문하여	그리스의	제조업체에서	
직접	보낸	<인공수정체	렌즈>	5000개의	물품을	확인하고,	시술에	필요한	시력측정기(A	Scanner)와	소독기를	
구입하여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금번부터	오병이어의	북한	선교	사업	부서로	동역하게	될	“컴앤쉐어”에서	가져	
간	돋보기1000개도	전달하였습니다.	백내장	수술	지원사역은	북한의	장애자를	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연	
30,000건	의	수술이	진행되는데,	오병이어	헌금으로	작년에	500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지원	
사역은	황해도	봉산에	있는	묘목장을	돕는	사역입니다.	작년	방문시	오병이어의	헌금으로	비닐하우스	1동과	
양수기	1대를	지원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북한의	동포들을	향한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해	주신	모든	
교회와	목회자,	평신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뿌리는	작은	사랑의	씨앗들이	
언젠가	평화의	열매로	맺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 북한 수해 지원 
평화	위원회는	지난	20년간	북한	동포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을	“오병이어”	선교헌금	모금을	통하여	
지속하여	왔습니다.	2016년에는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	함경북도	지구의	홍수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	상황은	138명	사망,	400여명	실종,	그리고	14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학교와	공공시설을	비롯하여2만여채	이상의	가옥이	소실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제	아동기금과	국제	
적십자와	같은	세계	지원	기구들의	원조활동이	지속되던	작년	11월	29일	평화위원회는	오병이어	기금을	통해	
수해	일차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겨울	모포	1만장,	겨울	침남	1000개,	어린이용	겨울	외투	1000개,	쌀	
12톤등	총	약	5만불	상당의	지원품을	중국에서	구입하여	북한	해외	동포	원호	위원회를	통해	함경도	국경에서	
연합	감리교	세계선교부	회장	정희수	감독	(위스칸신	연회)과	평화위원회	고문	김정호	목사가	직접	국경에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 평화학교와 총회
2016년도	평화위원회	정기총회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위스컨신에	위치한	Wesley	Woods	Retreat	
Center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기총회와	 함께	 “평화와	 정의사역:	 한반도에서	 목회지까지”라는	주제의	
평화학교도	실시하였습니다.	모임을	통해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와	북방선교,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여,	어떻게	평화위원회가	자리매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평화위원회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4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활동	영역을	세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오병이어	선교,	평화학교,	방북교류사업,	평화운동으로	나누어	각	소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활동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오병이어의	경우	기존의	북한	선교단체인	컴앤쉐어를	포함시켜	
매년	 직접	 방북	 선교사업을	 지속시켜나가고,	 평화학교는	 전국여선교회연합과	 공조하여	 평화세미나와	
교재개발을	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방북교류는	매년	정기적인	북한방문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총회(General Conference) 보고와 한국의 밤
연합	감리교회	총회는	1988년에	처음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청원을	채택한	이래,	지속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재	채택해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지난	8년간의	변화와	노력을	반영하는	청원이	교회와	
총회사회부	그리고	평화	위원회의	협력으로	새롭게	쓰여지고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총회	기간인	5월	19
일	오후에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평화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여분	동안	진행된	보고를	통해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아픔	그리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오병이어	선교,	평화	위원회의	
평화	운동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시간에는	총회	장소인	포틀랜드	컨벤션센터	홀에서	340여명의	
총대들과	여러	감독님들을	모시고	한인목회강화협의회와	함께	한국의	밤	행사와	만찬을	주최하였습니다.	한인	
연합감리교의	역사	영상을	보고,	한인연합감리교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연합감리교회	선교의	중요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각	연대단체	대표들의	보고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세계교회의	노력들에	관한	보고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5. The Korea Peace Table
2016	 총회에서	 통과된	 한반도	 평화	 청원의	 내용들을	 연합감리교	 내외에서	 실현하는	 것을	 돕기위한	
연합감리교내	협력기구로	Korea	Peace	Table이	결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총회가	끝난	지난	12월과	1월에	
걸쳐	한반도의	평화,	정의,	통일에	관한	총회의	결정에	따라	연합감리교	한국평화테이블(The	Korea	Peace	
Table)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화위원회와	한목협,	그리고	총회	교회와	사회국	및	세계	선교국,	여선교회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향후	한국의	평화운동에	관한	사업	방향과	계획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이	정해지는대로	웹사이트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6. 평화 위원회 회계 보고 (2016년 3월 1일~2017년 2월 28일)

구분 항목 수입 지출
이월금	 	 132,548.54	
오병이어	북주민	선교	 오병이어	헌금	(일반	및	홍수지원)	 43,325.01	
	 오병이어선교	-	북주민	안과장애수술지원	 	 57,000.00
	 오병이어선교	-	북주민	홍수피해	지원	 	 41,187.00
	 오병이어	소식지	발행	 	 2,029.60
	 오병이어	사역	소계	 43,325.01	 100,216.60
행정비	 	 	
	 2016	포틀랜드	GC	한국의밤	후원	&	등록		 32,581.00	
	 2016	포틀랜드	GC	한국의	밤	지출	 	 34,957.34
	 2016	평화학교	및	총회	후원(한목협)	&	등록	 5,700.00	
	 2016	평화학교	및	총회	지출	 	 6,068.24
	 회비	및	경상비	후원		 8,200.00
	 (김정호	목사/한동수	목사/한인여선교회전국연합회)		 	
	 NCCK	협력사업	 	 781.54
	 평화위원회	방북지원(함정례	목사)	 	 1,500.00
	 블라디보스톡	회의	 	 500.00
	 기타행정비(State	Fee	&	은행)	 	 22.00
	 잡수입	-	은행이자	 86.64	
	 행정비	소계	 46,567.64	 43,829.12
전체	합계	 	 89,892.65	 144,045.72

잔액	 	 	 78,395.47

위와	같이	평화위원회	재정현황을	보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회계	한동수	목사

상임위원회 보고 07

느헤미야운동서신

한인목회강화협의회

타인종 목회자회

목회자학교

청년학생선교위원회

선교위원회

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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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총회 강사	소개
Conference Speakers

ConferenceSpeakers

김기천	목사	Rev.	Kee	Kim

감리교	신학대학

Wesley	Theological	Seminary	(M.Div),	1994

Divinity	School	of	Harvard	Univ.	(Th.M),	1996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김태준	목사	Rev.	TJ	Kim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M.Div.,	199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2004~2017

엄준노	목사	Rev.	Joon	Um

Perkins	Theological	School,	M.Div.,	1993

Korean	First	UMC	of	Oklahoma	City,	1993~2017

이성현	목사	Rev.	Jonathan	S.	Lee

21대	한인총회	총회장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이연신	목사	Rev.	Rosa	Lee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M.Div.,	2013

Wesley	Foundation	at	NIU/Cortland	UMC~Present

고정열	목사	Rev.	John	Go

Drew	Theological	School,	M.Div.,	2006

Oregon-Idaho	Conference	CORR	Coordinator,	2008~2016

Tabor	Heights	UMC,	2012~Present

림학춘	목사	Rev.	Dr.	Hakchoon	Lim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M.Div.,	1992	&	D.Min.,	1996

라구나힐스교회	개척,	1997~현재

캘리포니아	태평양연회	한인코커스	회장,	2016	후반기~2018	전반기

임찬순	목사	Rev.	Chansoon	Lim

서울대학교

Drew	Theological	School,	M.Div.	&	Ph.D.

성누가연합감리교회

2017년	총회	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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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월  24th/Monday
12:00~16:30	 등록	 Registration

17:00~17:30	 교회로	이동	 Move	to	Church	(LA	Korean	UMC)

17:30~19:00	 저녁식사	 Dinner	@	Church

19:00~20:30	 저녁집회	(서부지역)	 Evening	Worship

25일/화  25th/Tuesday

07:00~7:40	 아침	경건회	(타인종	목회자)	 Morning	Worship

8:00~9:00	 아침식사	(쿠폰	배부)	 Breakfast	@	Hotel	(Food	Coupon)

9:10~10:30	 성경공부	I	 Bible	Study	I
10:40~12:00	 주제토론	(A	Way	Forward)	 Panel	Discussion	(A	Way	Forward)

12:00~13:30	 점심식사	(호텔)	 Lunch	@	Hotel	

13:30~15:00	 웩샵	I	(연대기관별)	 Workshop	I
13:30~16:00		 타인종	목회자	모임	 Cross-Cultural	Ministry

15:30~17:00	 웩샵	II	(전체)	 Workshop	II
17:00~17:30	 휴식	 Break

17:30~19:00	 저녁식사	(호텔)	 Dinner	@	Hotel

19:00~20:30	 저녁집회	(중부지역)	 Evening	Worship

26일/수  26th/Wednesday

7:00~7:40	 아침	경건회	(여성	목회자)	 Morning	Worship

8:00~9:00	 아침식사	(쿠폰	배부)	 Breakfast	@	Hotel	(Food	Coupon)

9:10~10:30	 성경공부	II	 Bible	Study	II
10:40~15:30	 소그룹	모임:	목회자,	여교역자,	평신도	모임	 Small	Group	Meetings

16:00~17:00	 총회	(LA	교회)	 Plenary	Session	I
17:00~17:30	 휴식	 Move	to	Church	(LA	Korean	UMC)

17:30~19:00	 저녁식사	 Dinner	@	Church

19:00~20:30	 저녁집회	(동부지역)	 Evening	Worship

27일/목  27th/Thursday

7:00~7:40	 아침	경건회	(이중문화	목회자)	 Morning	Worship

8:00~8:50	 아침식사	(쿠폰	배부)	 Breakfast	@	Hotel	(Food	Coupon)

9:00~9:50	 성경공부	III	 Bible	Study	III
10:00~11:00	 연대기관	보고	 Plenary	Session	II
11:00~12:00	 폐회예배		 Closing	Worship

12:00~	 점심식사	(호텔	도시락)	 Lunch	@	Hotel	(Lunch	Box)

2017년 한인총회 일정표
2017 KAUM Annual Convocation Schedule

함께	연대하여	약속의	땅을	걷는	교회(그리스도의	몸)	|	Building	a	Community	in	the	Promised	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