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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 성에 관한 토론회(Sexuality Panel) 계획 승인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교단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연합감리교회 감

독들은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연구하는 새 위원

회 설립 방안을 승인했다.

또한, 총감독회 집행위원회는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

의 특별 세션을 2018년 초에 개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

했다.

총감독회 집행위원회는 5월 총회에서 결정된 “새로운 방안 

위원회”(Commission on a Way Forward)의 결성에 관한 토론

을 위해 7월 19~20일 시카고에서 비공개회의를 했다. 총감독회

는 17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에게 새로운 위원회에 관한 구체

적 내용을 일임한 바 있다. 

많은 연합감리교인들은 이 새 위원회 결성이 세계적인 연합

감리교회 교단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노력으로 본다.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은 동성혼과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

힌” 목회자들을 금지하는 교단의 입장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해 

왔다. 그러나 감독들은 지난 총회 이후 교단의 상황이 급격히 

변해감을 인정했고,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연회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

랜스젠더, 퀴어 또는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등 성 소수자들(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or Questioning individuals)에 관계된 교회 법을 따

르지 않을 것을 투표했다.

한편, 연합감리교회 교인 중 일부는 웨슬리규약협의회(Wes-

leyan Covenant Association)를 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협의

회는 현 감리교의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기독교의 정통교리로 

인정하는 교회들을 멤버로 하는 네트워크이다. 

서부지역총회는 최근 동성애자이며 디컨네스(deaconess)

와 결혼한 Karen Oliveto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는 “연합감리교 내에 깊은 상처와 균열을 만들었고 분열

에 대한 두려움을 부채질했습니다”라고 총감독회 회장이며 

Dakotas-Minnesota 지역 감독인 Bruce R. Ough 감

독이 성명서를 통해 말했다. “교회는 지극히 어렵고 

분쟁이 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중남부지역총회는 이미 교회의 대법원 격인 사법

위원회에 Oliveto 감독의 선출에 대해 심의해 줄 것

을 요청했다. 감독집행위원회는 법원이 10월 25~28

일에 있을 다음 모임에서 이에 관한 검토를 해줄 것

을 “정중하게” 촉구했다.

이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ugh 감독은 연

합감리교회의 감독들과 다른 지도자들, 또한 현 교회 

상황에 좌절되어 있는 교인들까지도 모두 함께 교단

의 일치와 선교를 위해 힘써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nited Methodist News 

Service)에 말했다.

“저는 대다수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위

원회가 효과적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직 그 효과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의하기 힘

듭니다. 이 위원회가 이런 여러 견해와 사건으로부터 좀 벗어

나, 그들만의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

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위한 계획
감독회의 집행위원회는 새 위원회의 미션, 비전 그리고 영역 

범위를 명시했다.

이 위원회는 20에서 25명 규모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연합감

리교회의 미래에 지대한 관심과 서로 새로운 관계 형성에도 도

움이 될만한 사람들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Ough 감독은 이 위원회가 “교회의 모든 목소리들”(all the voices 

of the church)을 대표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전에 말

한 바 있다.

집행위원회는 모든 감독들에게 이 위원회를 섬길 수 있는 위

원 후보를 5명까지 공천해달라는 부탁 하였다. 후보자 명단이 이

미 Ough 감독에게 전달되었고, 감독회의총무인 은퇴감독 Peter 

Weaver는 이 후보자 명단에 포함될 것이다.

위원회 위원들은 8월 31일에 발표될 것이고, 그들의 첫 번째 모

임은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만일 미국 비자가 필요한 이들은 그

때까지 준비되도록 한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감독들이 참여할 

첫 번째 총감독회 모임은 10월 30일에 시작된다.

집행위원회는 플로리다 지역 감독 Ken Carter, 웨스트버지니

아 지역 감독 Sandra Steiner Ball 그리고 중부 콩고 지역 감독 

David Yemba을 위원회 중재자로 선정했다. Carter 감독은 2018

년에 Ough 감독의 뒤를 이어 총감독회 회장직을 맡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잘 반영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들이 

2016 총회에서 성명서를 읽고 있는 총감독회 회장 Bruce Ough 감독, 사진제공: Mike DuBose

이 위원회를 섬기기를 희망했습니다”라고 Ough 감독은 연합감

리교회 뉴스서비스(UMNS)에 말했다. 특히, 집행위원회는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이 함께 공동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았다"

라고 덧붙였다.

Ough 감독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도 중재자가 아프리카, 아시

아 그리고 유럽의 해외지역총회에서 나오기를 희망했다고 말했

다. 총감독회의 신앙과 직제 임무를 이끌었던 Yemba 감독은 곧 

은퇴할 예정이다. 

총감독회는 또한 위원회와 함께 일할 전문 조정인을 채용할 

것이다. 감독회는 국제적이고 다문화적 중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고 있다. 위원회 모임이 공개적으로 진행될지의 여부는 이 전

문 조정인에 맡기게 될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 새 위원회의 일을 매 4주에서 6주마다 업데

이트해 줄 것이라고 Ough 감독은 말했다.

일의 범주(영역)
이 새 위원회의 임무는 인간의 성(human sexuality)에 관한 

토론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성과 교회 일치의 문제에 관해 성서와 신학적 

전통의 다양한 해석과 더불어 더욱 깊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라

고 Ough 감독은 성명서에서 말했다.

위원회는 교회의 문화와 구조에 따른 관계의 새로운 방법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는 또한 연대적인 교단이란 무슨 의미인지를 재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단의 일치는 인간의 성에 관한 이해가 아니라, 웨슬리

의 전통에서 은혜가 가득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

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바탕을 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Ough 감독은 성명서에서 말했다.

궁극적으로, 위원회가 추천하는 어떠한 변화들도 모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특별총회 소집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특별총회 소집은 총감독회 전체회의가 결정할 수 있다.

동료 감독들을 대변해서 Ough 감독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서약에 반영되어 있듯이 교회의 일치를 적극적으로 추구

합니다”라고 성명서에서 말했다. “우리는 교회 일치의 의미를 새

롭고 혁신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열린 마음으로 대합니다.”

지금까지, 성 소수자 목회에 관한 논쟁은 교회 자치구조의 3대 

기관 모두 관련되어 왔다. Ough 감독은 위원회의 일이 교단 전체

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희망한다.

“하나님의 무한한 꿈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완전히 복종하

며 이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제한된 꿈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Ough 감독은 말했다.

■ 글쓴이: Linda Bloom, 연합감리교회뉴스서비스(UMNS)



교단 뉴스

하여 공동입장을 추구할 것이라 하였다. 

“만일 우리의 서약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단의 새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LGBTQ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를 후

원하는 연합감리교회 비공식 단체인 화해사역 네트워크(Reconcil-

ing Ministries Network)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동성애자

임을 공개한 감독이 당선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축하합니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LGBTQ 사람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평등할 수 있도록 하

는 운동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라고 했다.

Warner J. Brown Jr. 감독이 은퇴함에 따라 서부지역총회는 감

독 공석이 하나 생겼었다. Oliveto 목사는 서부지역총회를 만드는 

12개 주로부터 온 같은 수의 목회자와 평신도로 이루어진 100명의 

대의원에 의해 당선되었다. 서부지역총회에서 앞으로 4년 간의 감

독의 연회배정은 이번 주에 발표될 것이다. Oliveto의 4년의 임기

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Oliveto 목사는 캘리포니아－네바다 연회의 집사목사(deacon-

ess) Robin Ridenour와 결혼해 살고 있다.

Oliveto 목사는 캘리포니아－네바다 연회에 의해 공천되었고 

Bloomville (N.Y.) United Methodist 에서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으

며 샌프란시스코 주 캠퍼스 목사로, Bethany United Methodist(San 

Francisco) 목사로 그리고 버클리의 Pacific School of Religion 교

수를 역임했다. 그녀는 총회에서 2번, 지역총회에서 5번 대의원으

로서 활동해왔다. 현재 총회재무행정협의회를 섬기고 있다. 그녀는 

또한 Pacific School of Religion의 연합감리교학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그녀는 2008년 이래 Glide 연합감리교회를 섬겨왔고 Pacific 

School of Religion과 Drew University를 졸업했다.

새 감독 취임예배식은 7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Paradise 

Valley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취임식은 

서부지역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된다.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의 구성은 전체 5개의 지역총회 안에 수십 

개의 연회들, 각 연회 안에 많은 지방들, 그리고 각 지방 안에 여러 

개체교회들로 이루어진다. 서부지역총회에서는 5명의 현직 감독이 

8개의 연회를 이끌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감독은 평생직이다. 보통 감독은 특정 연회를 8

년간 섬긴다. 교단의 법서인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각 감독에게 “교

회의 신앙과 치리, 예식, 교리와 법도를 수호하도록” 지침하고 “공중 

예배를 인도하며, 성례를 집례하고 세계 안의 선교적 증거와 사명을 

다한다.” 감독들은 또한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사역을 위해 선지자

적 대변자가 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야한다.

이 지역총회를 구성하는 주들은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

아, 콜로라도, 하와이, 아이다호, 몬테나, 네바다, 오리건, 유타, 워싱

턴 그리고 와이요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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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Glide Memorial Church의 담임목사 Karen 

Oliveto는 서부지역총회에서 연합감리교회의 첫 레즈비언 감독으

로 당선되었다.

올해로 58세인 Oliveto는 7월 15일, Arizona의 Scottsdale에서 

열린 4년마다 행해지는 지역총회에서 당선되었다. 그녀는 Dottie 

Escobedo－Frank 목사와 Walter “Skip” Strickland 목사의 선거 하

차 후 17차 투표에서 88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본인이 동성애자임

을 밝힌 또 다른 후보 Frank Wulf 목사는 조기 하차했다.

“저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

안 서로를 격려하며 은혜를 함께 나눴던 후보들에게 감사를 전하

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노

력 덕분입니다. 특히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날이 오기를 학수

고대하고 선구자적 역할을 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Oliveto는 당선 소감을 전했다.

그녀는 특히 서부지역총회의 대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어

느 누가 이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섰습니다. 우

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곳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라

고 Oliveto는 말했다.

교회 앞을 걸어가며 인종, 성적 성향, 민족성, 사회 계급, 이민 상

태 등의 이유로 과연 본인이 그 교회에 정말 속할 수 있는지 의구

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는 해야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멘,” Oliveto는 말했다.

서부지역총회 은퇴감독인 Melvin Talbert 감독은 교회가 동성

애자를 감독으로 선출하는 날을 살아서 보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는 연합감리교회가 － 적어도 일부에서는 － 더 이상 인종, 민

족성, 성별, 성적 성향 또는 능력을 이유로 그 누구도 배척할 수 없

음을 마침내 확인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만찬에 초대될 때 우리 모두

가 축복을 받습니다.”

Oliveto목사의 당선 후 발표된 성명서에서 연합감리교회 총감

독회 회장 Bruce R. Ough 감독은 “이 선거로 인해 교회의 법칙

과 일치에 관련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했다. 

Ough 감독은 연합감리교회의 헌법상 총감독회가 선거에 개입

할 수는 없으나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선거를 교회법의 위반이자 교회분리의 중요한 시작으로 간

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보다 수용적인 교회가 되는 과정

에서 생긴 획기적인 사건으로 간주하는 다른 이들도 있음을 인정

했다. 

“우리 내에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피할 수 없

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화해도 가능합니다”라고 Ough 감독은 말

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며, 특히 전례없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교회의 법서인 장정은 “동성애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목회자”

의 안수를 금하고 있으나 2016 총회에 앞서 많은 동성애자 목회

자들이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2016년 몇몇 연회는 LGBTQ

인들을 차별하는 교회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Oliveto 목사 선출에 잇따라서, 7월 15일 저녁, 중남부지역총회 

일원들은 동성애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사법위원회의 명확한 판

결을 묻는 투표를 했다.

Oliveto 목사의 당선에 몇몇의 즉각적인 반대 반응도 보였다.

동성애 이슈에 관한 교회의 현재 입장을 옹호하는 연합감리교

회의 복음주의단체인 Good News의 회장 Rob Renfroe 목사는 이 

선거와 몇 연회에서 통과된 결의안들은 지난 5월 연합감리교회 총

회에서 총감독회의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의 성에 관련된 모

든 교회법을 검토하자고 한 제안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

안은 “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일단 멈추고, 우리의 미래에 관

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고 

Renfroe 목사는 말했다.

“대신, 이 연회들은 장정에 순응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법률

제정을 진행시키고, 결국, 동성애자를 감독으로 선출하기까지 했

다”라고 Renfroe 목사는 말했다. “만일 서부지역총회가 교회를 분

열로 몰아가길 원한 것이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었을 것

이다.”

그러나 서부지역총회에서의 반응은 축하의 분위기였다. “우리

는 교단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북서태평양 연회의 평

신도인 Lynn Magnuson씨는 말했다.

Wesley Hingano씨는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인 Sisofina Hingano 목사도 또한 감독 후보자였다. 그

러나 그는 감독 선거에서 자진사퇴 하였고, 그의 아들 같은 사람

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걸어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

했다.

“저는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고대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소셜미디어 글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다

고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Portland, Oregon) 제자 사역부 

Jeremy Smith 목사는 말했다. “제가 오늘 들은 모든 메시지들은 희

망에 가득 찬 것들입니다. 저는 4살 미만의 딸이 둘 있습니다. 제 

딸들이 앞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소명을 따를 수 있는 사랑의 공동

체인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알래스카 연회의 Lonnie Brooks씨는 Oliveto의 당선은 서부지

역총회가 연합감리교회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의도였다고 생

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은 이 또한 서부 내의 

분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서부는 몇몇의 강력한 공화

당 지지 주들이 있습니다”라고 Brooks는 우려조로 말했다.

교단의 대법원인 사법위원회 전 회장 William Lawrence 목사는 

이미 Oliveto 목사의 당선 전에 만일 동성애 목회자가 감독이 될 

경우, 이에 대해 교단의 어느 누구도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

다. 고소 처리의 수단으로 결혼 서약서와 같은 증거자료가 필요 될

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Good News의 부회장인 Thomas Lambrecht 목사는 서부와 동

북부지역총회의 조치들은 “세계적인 연합감리교회와의 연대를 사

실상 거부하는” 것이며, 교회 내 복음주의자들과 전통주의자들은 

이 “교회 일치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관해 앞으로 며칠 동안 상의

동성애자임을 밝힌 목회자 연합감리교회 감독으로 선출

Karen Oliveto 목사 감독 취임예배 모습

감독 선출 후 당선소감을 전하고 있는 서부지역총회 Karen Oliveto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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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C 뉴스

2016 동북부 목회자가족 수련회

소망연합감리교회(Hope Korean UMC, AR) 성전 봉헌예배

2016년 7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2박 3일 동

안 동북부지역 목회자 가족수련회가 있었다. 동북부

지역 목회자들의 친교와 영성 훈련을 위해서 이번에는 

동북부지역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워싱톤감리교

회(이승우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작년에는 동북부지

역 북쪽에 있는 북부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

려서 동북부지역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과 서로 만

나서 만남과 사귐의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는 두 분의 강사님을 초청하

였다. 저녁집회에는 이성호 목사님(콩코드 UMC, Cal-

Nevada 연회 소속)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고 오전 집회에는 전

현식 교수님(연세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을 통해서 21

세기 신학의 동향과 목회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신학

강의를 들었다. 

이성호 목사님은 “어떤 불량배가 한 말에 신경이 쓰일 때”라는 

제목으로 사울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루었으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영적 위기를 

다루었다. 두 편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전현식 교수님의 ‘신앙

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두 편의 신학강

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신앙의 신학적 구조와 신학과 교회의 상

관관계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는 저녁에

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침에는 신학강좌로 머리가 냉

철해지고 명철해지는 영적 경험을 하였다. 웨슬리의 신앙과 이성

의 조화와 믿음과 행위의 균형 잡힌 영성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

간이 되었다. 

첫째 날 저녁집회 후에는 강미영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알고 지

냅시다’의 순서를 통해서 서로의 목회경험을 나누며 서로가 더 깊

이 아는 시간이 되었으며 둘째 날 밤에 안성천 목사님의 ‘만남의 

축제’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재치와 지혜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서

로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수련

회의 마지막 날에는 2년마다 열리는 정기총회가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이희문 목사님께서 동북부 한인 코커스의 회장님으로서 최

선을 다하여 동북부지역이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

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강미영 목사님의 총무보고와 김종완 목

사님의 회계보고 그리고 김선량 목사님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지

난 2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기를 마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

에서는 이용연 

목사님(미드허

드슨 한인연합

감리교회)께서 

회장으로 선출

되었고 박영미 

목사님(란컨코

마 UMC)께서 

동북부지역 처

음 여성 부회장

님으로 선출되

었다. 앞으로 2

년 동안 새로운 

임원들과 함께 

동북부지역 한

인 코커스가 영적으로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또한 동북부지역 여성목회자들의 리더십이 더 많이 발휘되고 세워

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용연 목사 |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 NY

동북부 목회자가족 수련회 단체사진

이성호 목사(콩코드 UMC, CA)의 저녁집회 강의 모습

왼쪽부터 조선욱(Isaac Choh) 목사, Gary Mueller 감독 그리고 아칸소 
연회 선교지 참여 연대사역 부장 Maxine Allen 목사가 Little Rock 시에 
설립된 소망연합감리교회 봉헌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PHOTOS BY 
CATHERINE M. CAIN)

전현식 교수(연세대학교 조직신학)의 오전집회 강의 모습

LITTLE ROCK － 6월 5일 주일 오후, 아칸소 강 남부 지구 가까

이에 위치한 과거 보험회사 건물이었던 맨 위층에서 한국어로 예수

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양한 연령층의 예배참석자들

은 915 North Street에 위치한 소망연합감리교회 새 성전의 봉헌예배

를 준비하며 찬양 인도자를 따라 신나게 찬양했다.

복음성가와 전통 찬송가의 찬양은 모두 한국어 가사로 불려졌

다. 예배는 조선욱 목사의 인도로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었고, 중

부지역 감리사인 Richard Lancaster 목사는 “교회의 부흥과 부활을 

위한 도약판이 될 새 성전, 광야에 새 생명을 가져올 오아시스”가 되

기를 간구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과거 Jacksonville에 있었던 이 회중은 1988년에 Jacksonville과 

Sherwood 지역에서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했고, 아칸소 중부지역 

한국인 인구 증가로 인해 Little Rock 시로 이전했다.

“Little Rock 시의 서부와 남부에서 한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

다,”라고 조 목사는 말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이 모든 방향에

서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Little Rock 시의 중부로 이전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전기 공사를 제외하고 모든 철거와 

개조 보수 공사는 22명의 교인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 그중 17명은 

여 교인들이었고, 후에 몇 명이 더 동참했다고 조 목사는 말한다.

예배시간에 3층짜리 건물을 부엌, 친교실, 사무실, 주일학교 공간 

그리고 맨 위층 예배당으로 만든 교인들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 영

상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부활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Gary Mueller 감독이 사진영상을 본 후에 말했다. “낡고 오랜 건물

이 예배를 위한 존엄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조 목사에 의해 통역된 Mueller 감독의 설교 중 그는 교회 예배

당을 최후의 만찬을 위해 제자들이 모였던 다락방에 비유했다. “저

는 이 다락방에서 일어날 일들이 무척 기대됩니다.”라고 그는 말했

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Mueller 감독은 참석자들에게 새 성전의 봉헌이 예수님의 변화

의 사랑을 나누는 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주님의 사랑을 만드는 노

력은 천국에서와같이 이 땅에서도 현실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에 

이 건물을 봉헌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기에 이 건물을 헌당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모든 존

엄과 영광을 드리길 원하기에 이 건물을 헌당합니다. 그러나 무엇보

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지 아닌지,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

하는 기독교인 상에 얼마나 잘 맞는지, 어떤 형식의 예배를 좋아하

는지 또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봉헌합니다. 왜냐하면 예

수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고, 아름다우며, 놀랍고 이것만이 오직 우

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Mueller 감독은 말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는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

는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그를 믿을 수 있고 예수

님을 위한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11년 이래로 소망연합감리교회를 섬겨온 조 목사는 교인들이 

계속하여 새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할 것을 기대한다.

“교회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강화시킬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교인

들이 교회 생활에서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

다고 믿습니다. 새 공간은 길갈의 열두 돌로 세운 기념비처럼 주님

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라고 그는 

여호수아 4장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인

용해 말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

신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의 백성을 통해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 글쓴이: Amy Forbus, Editor(아칸소 연회)
■ 기사 출처: 아칸소 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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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사역

기억치료 병동(momory care unit)
원목(chaplain)으로 사역하는 은퇴 감독

Bethany 기억치료 병동에는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도 기억하

지 못하는, 더군다나 원목의 이름은 더욱더 기억 못 하는 환자들

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연합감리교회 은퇴감독인 Kenneth Carder 목

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인다. “Carder 감독님 덕에 그들은 정말 집

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콜롬비아에 근

접한, Bethany 기억치료 병동을 포함한 노인 지역인 the Heritage 

at Lowman의 기억 보조 부서의 부장인 Rene Driggers는 말했

다. “그들은 듣고 노래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던 여

러 일들을 합니다.”

75세의 Carder 감독은 한때 수만의 교인들과 수백 명의 목회

자들이 있는 연합감리교회 연회들을 이끌었다.

이제 그는 Bethany의 임시 원목으로 섬기며 40여 명의 기억치

료가 필요한 연장자들을 심방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때때로 그들

이 식사하는 것을 보조하기도 한다.

Carder 감독은 작은 사례비를 받지만, 엄청난 보상을 받고 있

다고 생각한다. “저는 매일 Bethany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곳에서 목회는 제 일생 중 가장 의미 있고 풍부

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역할 전환
Carder 감독의 결혼 55년 차 아내 Linda는 중증 치매(advanced 

dementia)를 앓고 있다. 아내는 Bethany에 입주했고, Carder 감독

은 감독 부부가 2015년 5월 7일까지 함께 살았던 Bethany 건너편

에 소재한 은퇴자 주택에서 살고 있다. 

아내를 기억치료 병동에 입주하게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

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다. “집으로 오는 간병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해 필요한 간호와 보호를 다 할 수 없음을 깨달

았습니다”라고 Carder 감독은 말했다. “밤낮없는 간호로 저 또한 

많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고, 딸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Carter 감독은 Bethany 직원들에게 Linda의 이야기와 그들이 

함께했던 나날들을 1,000자의 편지로 적어 보냈다.

Carder 감독은 동부 테네시 시골의 소작농과 직물 노동자 가족

에서 자라났다. 그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자란 탓에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라는 껍데기에 갇혀있었는데, Linda의 조건 없는 

사랑과 강한 격려 그리고 지속적인 후원 덕에 그 껍데기로부터 나

올 수 있었다"라고 적었다.

3개의 학위를 취득하고, 여러 교회들을 인도하고, 감독으로서 

Mississippi와 Tennessee 연회를 섬긴 Carder 감독은 누가 보든 성

공한 사람이다. 2004년 감독으로부터 은퇴 후 그는 노스캐롤라이

나 Durham에 있는 Duke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약 10년 전부터, 그의 아내는 늘 잘 해왔던 가정 재정 관리에 실

수를 하기 시작했다. 식단을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했으며 이어 다

른 증상들도 나타났다. “순서대로 하는 일을 힘들어했고, 옷을 입

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라고 Carder는 말했다. 2009년, Linda 

Carder는 전측두엽 치매(frontotemporal dementia) 진단을 받았

다. 이는 전측두 부위의 퇴화가 원인인 피질성 치매의 한 유형이다.

Carder 감독은 Linda의 병간호를 위해 Duke 신학대학교 일을 

그만두고, 그들의 딸들 Sheri Carder Hood 그리고 Sandra Carder 

Nash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 컬럼비아 지역으로 이주했다.

그의 아내를 간호함과 동시에 요리와 다른 가사 일을 하면서, 

Carder 감독은 역할 전환을 잘해냈다. 

그는 또한 아내의 치매가 더 진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

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항상 공부하는 것

을 좋아하셨고, 이번에도 공부에 매진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

고 있습니다”라고 그의 딸 Sheri는 말했다. “아버지는 아마도 치매 

관련한 모든 책을 읽었을 겁니다.”

Linda의 병이 진전됨에 따라, 부부는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 

Bethany 기억치료 병동 건너편에 있는 Heritage at Lowman의 한 

집으로 이사했다.

처한 상황에서의 제자도
Carder 감독은 식사를 위해 하루 세 번 Linda를 방문하여 자

주 직접 아내에게 밥을 먹여준다. 또한, 그는 치매 환자들과 그들

의 가족을 위한 전반적 사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왔다. “치매 진

단 후 아내가 저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

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라고 Carder 감독은 말했다.

한 방법으로 기억 장애인들의 배우자를 위한 스터디 그룹을 시

작하였다. 그 후, 올해 1월, Carder 감독은 컬럼비아의 Lutheran 

Theological Southern Seminary에서 “목회 신학의 관점에서 본 치

매”(Dementia through a Pastoral Theological Lens)라는 과목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가르쳤다. 

수업은 Heritage at Lowman에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Bethany 입주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수업을 함께 가

르쳤던 사회복지사 Norma Sessions 씨는 “이곳에서 목사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신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오는 것이 너무 좋다고 

직원들이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했다.

Carder 감독은 매일 심방을 통해 Bethany 입주자들을 잘 알

게 되었다. 약 4개월 전, 그는 공석이었던 Bethany의 원목으로 일

할 것을 승낙했다.

그 후, 그는 병동을 골고루 방문하고 가족들과의 상담을 해왔

다. 그는 직원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직원

들은 저의 영웅들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진정한 섬김

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지 입주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적인 부분까지 씻어줍니다.”

오순절의 감동
목요일 아침, Carder 목사는 활동 방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주

일 아침에는 입주자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한다. 아주 놀라운 사

건들은 바로 이 시간에 일어난다.

“주일마다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참석자의 반 

정도는 별로 틀리지 않고 잘 암송합니다”라고 Carder 목사는 말했

다. “평소 대화에서 한 문장조차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분들인데

도, 이들 중 대략 80퍼센트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잘 알려진 찬송가들을 부르기도 한다. 한 여성이 오

랫동안 쓰지 않았던 그녀의 모국어인 포르투갈어로 “Amazing 

Grace”를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Carder 감독은 참 기뻤다.

그는 최근 Bethany에서 성찬식을 다시 거행하기 시작했다. 몇

몇 환자들은 성찬을 받는 것을 힘들어해서 그는 직접 빵을 적

셔 그들을 입에 넣어 주기도 한다. “이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이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과 같은 아주 친밀한 경험입니다"라고 

Carder 감독은 말했다. “처음 성찬식은 고통과 취약했을 때 이

루어졌습니다.”

Carder 감독은 간단하며 대화적인 설교를 주로 한다. 아버지

의 날, 그는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했고, 환자들

이 그들의 아버지들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했다.

성령강림절에 Carder 감독은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설교했

다. 그가 “급하고 강한 바람”을 묘사했을 때 한 남자가 “오, 나의 

주님!”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설교에 빠져들었고, 그가 받아들

인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라고 Carder 목사는 말했다. “저는 설교를 멈추고 그에게 ‘성령

강림의 순간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마 당신과 같이 말했

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체의 가능성
감독의 딸들은 Carder 감독의 원목 활동이 그의 과거 빈곤해

소를 위해 많은 일을 했던 것과 Duke에서 교도소 목회 과목 신

성 등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나 ‘가장 어렵고 힘없는 자들’이였

고, 이를 치매와 알츠하이머 분야로 연장시킨 것뿐입니다”라고 그

의 딸 Sandra Nash가 말했다.

치매 대응
은퇴 감독 Kenneth Carder는 치매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을 섬기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 준다.

1. 교회 안에 치매로 고생하는 환자와 가족들 또는 간병인을 

찾아 그들과 함께한다.

2. 치매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

적 시각을 없애려 노력한다.

3. 치매 환자들을 교회의 일반 프로그램에 동참시킨다.

4. 후원그룹을 만든다.

5. 기억을 잃어가는 자들이 기억을 상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인간의 정체성과 가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우리Bethany memory care unit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Carder 감독

기억치료 병동 환자들과 함께 하는 모습

Carder 감독과 Bethany memory care unit에 거주하는 아내 L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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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U 선교학교

여선교회 선교학교 지도자 교육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아리조나 템피(Tempe)에

서 여선교회 선교학교(Mission U) 지도자 교육 과정이 진행되었습

니다. 각 지역연회에서 열릴 선교학교의 교육을 맡은 지도자들은 

강사 훈련의 이수를 위해서 지역별로 제공되는 세 번의 행사 중 하

나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금년에는 제가 참가한 템피를 비롯해서 

세인트루이스(St. Louis)와 샬롯(Charlotte)의 세 지역에서 이 행사

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템피 선교학교 강사교육은 낮기온이 110

도가 넘는 뜨거운 아리조나의 기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여선교

회 선교학교를 맡아 강의하게 될 많은 지도자들이 소명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매년 선교학교를 통해 2만 명에 이르는 연합감리교인들이 선교

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영적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에 참

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선교회의 목적문에도 명시되어 있

는 것처럼, 선교학교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연

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인들이 선교에 대해 더

욱 다양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을 두

고 있습니다. 

각 해마다 선교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 분야는 크게 세 영

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Spiritual growth)과 사회

적 이슈(Issue study), 그리고 지역 연구(Geographic)에 대한 교

육이 이루어집니다. 금년에는 각 영역별로 성서와 성(The Bible 

and Human Sexuality),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과 신앙(Latin America-People and Faith)이라

는 주제로 강의가 제공됩니다. 템피를 비롯해서 세인트루이스와 

샬롯에서 진행된 지도자 교육과정은 이 주제들을 살펴보고 각 지

역연회에서 제공할 교육과정을 미리 점검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

습니다. 대개의 경우 성인층을 대상으로 교육이 제공되지만, 특정

한 주제에 대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도 강의가 마련되

어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 필요한 출판물과 서적도 관점과 문화, 그리고 언어

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국어권 선교학교에 참가하는 이들을 위한 번역본도 준비되어 있

어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소수인종

과 다른 언어권 교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대목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학교의 세미나와 소그룹 교육은 강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하고 독특한 관점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열

린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연회에서 다양한 인종이 참여

한 행사인 만큼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 강의방식도 어느 한 방향을 전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

가기보다는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고려하는 토론 중심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논쟁 중인 신학적 주제에 대해

서는 열린 토론을 전제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

을 깨뜨리고 새로운 견해를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었

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정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

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다른 주장들을 생각해보고, 나아

가 자기 자신이 견지해 오던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은 각 주제별로 이틀에 걸쳐 총 네 번의 강의로 진행되었

고, 그 중간에 전체 모임을 통해서 예배와 묵상으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한 내용들을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

어 관련 동영상을 시간대마다 방영함으로써, 관심있는 주제에 대

해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각 

지역연회에서 같은 주제를 강의하게 될 소그룹 동료들과 이 과정

을 함께 거치며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

리젠테이션 자료를 비롯해 유용한 정보를 나누고, 강의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미리 모의 실행을 해 볼 수 있는 좋

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의 저력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 교회에서도 여선

교회는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일꾼들이라는 것을 늘 경험해 왔

지만,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선교회의 선교적 안목과 능력

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글로벌 선교의 중심에 우리 연합감리교

회 여선교회가 있다는 자부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

자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섬김과 봉사의 헌신을 다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변화와 혁신의 선봉에 앞장서 나가는 열정적 리더쉽을 발

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돌봄의 정신, 그리고 

‘센 언니’들의 강한 지도력으로 무장한 여선교회야말로 기울어져 

가는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라는 사

실을 다시금 느끼고 돌아온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각 지역별로 선교학교가 진행될 텐데, 바라기는 이 행사들

을 통해 여선교회 회원을 포함해 많은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그

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주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는 “제자 양성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세상을 꿈꾸는 희망

들이 자라나고, 눈먼 자와 억눌린 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그리스

도의 제자들이 늘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곳곳에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권혁인 목사 | 열린교회, CA

참가자들이 그룹토의를 하고 있는 중

Mission U 개회예배 모습

의 인지력과 언어력 등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말

과 행동으로 알린다.

7. 치매 환자 관련 의료정책을 옹호한다.

신학 관련 서적으로, Carder 목사는 John Swinton의 저서

인 “치매: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산다”(Dementia: Living in the 

Memories of God)를 권장한다. 또한 웨슬리의 언약 기도(Wesley 

Covenant Prayer)도 간병인인 그에게 큰 힘을 주었다고 말한다.

Carder 목사는 치매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한다. 약 5천4백만의 미국

인들이 치매의 가장 흔한 종류인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 이 

숫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60대 후반에서 70대로 들어서며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 본다. 

“연합감리교회와 같은 주류 교단의 교인들은 일반 인구 분포

보다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Carder는 적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Carder 목사는 그와 Linda의 경험을 좋게만 표현하지 않는다. 

그녀는 한동안 적대적이었다. 지금은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녀의 기억상실은 더욱 심해졌다. Carder 목사는 최근 몇 해 애

곡의 시편과 욥기를 읽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도, Bethany 입주자 사이

에서 사랑의 모습을 지켜본 것을 포함해 너무나 많은 축복이 있

었다고 말했다.

한 입주자는 시각장애인인데 다른 두 명이 그를 지극 정성으

로 이끌어 준다. 예전에 간호사였던 또 어떤 분은 여전히 다른 이

들을 돕고 싶어 해서 Cader 목사의 허락 하에 Linda의 침대를 정

리해 주곤한다.

주일 예배 때, 이 시각장애인은 “Jesus Loves Me” 찬송가의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구절을 목청 높여 크게 불러 Cader 목사를 기

쁘게 했다.

“저는 그가 저에게 가르쳐주기 전까지 그 구절을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Carder 목사는 말했다.

치매는 피신하는 형태를 가지지만, 기억치료 병동에서 공동체

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

씬 더 크다고 Cader 목사는 주장한다.

치매는 간병인들에게 기독교 삶에 관한 귀중한 가르침을 제공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Carder 목사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Linda는 우리가 함께한 55년 동안 제게 보여주었던 사랑을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제가 이 사랑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인 것입니다.”

■ 글쓴이: Sam Hodges, 뉴스서비스(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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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교회 사역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 EM 사역

희망의 노래, 홉송 미니스트리(Hope Song Ministry)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는 뉴저지연회와 한인목회강화협

의회(UM Council on KA Ministries)의 펀드 지원을 받아, 홉송 미

니스트리(Hope Song Ministry)라고 이름을 붙인, 다민족 영어 회중 

미니스트리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EM 미니스트리라고 약칭하

고 있는 이 사역을 위해 뉴저지연회로부터 2015년 7월 1일부로, 전

요셉 목사가 EM 목사로 파송되었다. 당시 실제적으로 매 주일 예배

와 주중 성경공부, 봉사활동 등에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한인 청년

들이 구심점을 이루는 핵심 멤버 12~15명으로 시작하여, 1년이 지

난 현재 22명의 멤버와 다민족 예배 참석 방문자들을 포함한 30~40

명이 예배를 드린다. 

작은 출발로 시작하여 지난 1년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의미 있는 성장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우리 교회 자체에서는 물

론, 뉴저지연회(케이프 아틀란틱 디스트릭트, 브라이언 로버트 감리

사)도 평가해 주었다.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의 EM 사역은교

회가 지닌 고뇌와 지역 현실을 살펴 보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

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EM 사역의 배경이 된 지역의 특수성과 하나님의 사역
작년 2015년 11월, 개교 40주년을 맞이한 남부뉴저지교회는 뉴

저지 남부 아틀란틱 시티 인근 지역에 사는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에서 신앙의 장자 역할을 감당해왔던 토박이 교회이다. 그러나 약 

3년 전부터 아틀란틱 시티의 카지노 산업이 크게 쇠락하며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인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아틀란틱 시티의 경제를 

되살리는 문제로, 주 정부와 아틀란틱 시티가 새로운 패밀리 리조

트 산업과 교육과 학술 세미나 중심의 산업 육성이라는 방향을 모

색하며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는 우리 교

회 교우들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교우들의 연령층이 노쇠

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카지노 중심의 지역 경제 구조에 이주하거

나 정착하지 않으며 여기에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한 성인들의 지역 

이탈이 겹쳐 자연스러운 성장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교

회는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가 미래

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지역 한인 교회의 미래는 더 이

상 없는 것인가?” 

물론 교회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지역의 경제 구조

가 바뀌어 방향이 잡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지역에

서 한인을 위한 교회 사역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고민의 답은 지속적으로 젊은이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미니스트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곧 

EM 사역에 대한 소망이 시작된 것이다.  

2. EM 사역 컨셉트가 된 청년들의 절망 극복 열망
교회의 청년들과 EM 사역의 비전을 키워보고자 2014년 1월 구

체적인 의논을 시작하고 약 1년 동안 내적(교회적)으로, 외적(연회

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준비하였다 청년들과 EM 모임의 컨셉트를 

만들고자 나누던 때의 일이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예배공동체를 만

들어 보자는 제안에 대하여 기쁨으로 반응하였다. 젊은이들의 대

부분이 영어권이므로 자연스럽게 EM 사역을 의논하며, 미니스트리

로서의 중요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현 지역에서의 삶을 나누는 중 

EM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를 접하게 되었다. 나눔의 스토리

는 당시 큰 충격이었다. 이는 모든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말이었다. “이 지역을 언젠가는 떠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그

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마, 인종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두 그럴

걸요”하는 대답에 침묵이 흘렀던 기억이 아직도 강렬하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던 청년들 모두는 질문을 바꾸었다. “그럼 이곳에서 계

속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크리스천의 메세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는 물음에 우리 EM 사역은 복음을 통한 삶의 소망을 찾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그래, 복음이 주는 희망의 노래를 

퍼뜨리는 사역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하여 홉송 미니스트리(Hope 

Song Ministry) 라는 사역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 다민족 영어 회중

을 목표로 하게 된 배경 또한, 우리 EM이 지역에 존재하는 한 소망의 

노래가 모두에게 퍼지길 원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었다. 물론 한인이 

적고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 다민족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3. EM 사역의 시작과 극복해야 했던 도전들 
EM 사역 담당자로 전요셉 목사가 파송되어 EM 사역이 본격적으

로 진행되면서 흥분의 시간이 지나가자 우리는 너무도 단순하고 자

명한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했다. 무엇보다 주축이 

되는 청년들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 시급했다. 교회 일

원으로서 청년 그룹으로서는 손색이 없던 청년들이었지만, EM 사

역을 감당하는 리더들로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바쁜 비

지니스에 매어 있는 일상의 짐을 감당하며, 리더로서 모임을 이끌어

갈 만한 신앙적 자의식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 담임 목사로서 큰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의 관심과 청년들의 동기 부여를 갈망하였지

만 번번히 젊은이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전요셉 목사는 일대일 만남과 일대일 훈련뿐 아니라 남, 여 

그룹의 깊은 나눔과 공동체 의식 등 신앙의 지도자로서 준비시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매진해 나가는데 많은 사역 시간을 

할애했다. 그뿐 아니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EM 컨셉트가 

된 컨템포러리 워십을 감당할 워십팀과 찬양 밴드를 훈련해 나가는 

것은 물론,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역 대상이 될 청년들을 지속적으

로 만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등 공동체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

한 바탕 사역을 진행해 나갔다. 자체 리더십을 절대적으로 하는 목

회로 이끌었다. 리더십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공동체를 앞

에 두고, 이를 당장 이끌도록 가르치며 훈련하는 것은 사역 중에서

도 가장 중한 사역이 되었다. 

예배 스타일 또한 당장 지역에 공개해도 컨템포러리 예배의 좋

은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는 예배 스타일을 만든다는 것 또한 큰 

도전이 되었다. 이를 위해 워십팀과 함께 시리즈 설교를 비디오 자

료로 준비하여 매주 예배를 인도해 나가도록 했다. 시리즈 설교여

야 했던 이유는 공동체 훈련과 지역 사역에 대한 비전 확산, 젊은이

들의 삶의 동기 부여를 위한 메시지 등을 체계적으로 전하고자 하

는 계획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역시 지역에 있는 다민족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지역이 오랫동안 폐쇄된 삶을 살아온 이유로 인

해 어떤 홍보도 방문자들을 끌어오지 못했다. 더구나 지역에 젊은

이들이 가장 많은 스탁턴 대학은 크리스찬 활동 등 종교 활동을 학

내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청년들이 친구들을 한 사람

씩 데려오면 EM 목사는 이를 목회 대상으로 여기고 지속적인 연락

을 하며 관계를 만들어 갔다. 몇 달에 걸쳐 기울인 목회적 정성이 이

들을 교회로 불러내었다.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드라마라 할 만한 일이 벌어

진 것이다. 아틀란틱시티 지역 경제를 재편하는 시도가 스탁턴 칼

리지를 유니버시티로 승격시키고 학교를 확대해 나가게 되었다. 스

탁턴 대학은 유니버시티로 승격되면서 크리스찬 클럽을 허용하도

록 정책이 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학 내에 4개 교회가 지원하는 

크리스찬 클럽, 스탁턴 크리스찬 펠로우쉽이 시작 되었으며, 우리 교

회의 노력 또한 열매를 맺어, 우리 EM이 이 크리스찬 클럽의 활동

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얼마나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인

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EM에서 흘러나오고, 더욱 열

심히 관계를 만들어 가던 중 드디어 열매를 보게 되었다. EM 청년

들이 그들의 예배 모임에서 찬양을 인도하게 된 것이다. 스탁턴 대

학 학생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 학생들의 교회 

방문도 잦아지게 되었다. 

4. 지역 커뮤니티에 다가가기
EM 미니스트리는 시작에서부터 커뮤니티 친화적이 되도록 하

며, 미션을 감당하는 사명을 강조하는 것을 주요 신학적 모티브로 

정하고 있었다.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노래가 된다는 것은 

선교적 사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비록 EM 그룹이 아직은 작지

만, 아틀란틱시티에서 삶을 잃은 노숙자들에게 다가가는 길도 함께 

모색하였다. 그래서 지역의 연합감리교회들이 선교적 손길을 나누

고 있는 아틀란틱시티 노숙자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작은 선교적 

움직임이지만 처음부터 모든 EM 멤버들이 선교 사역에 훈련되어지

기를 원한다. 또한 아틀란틱시티 해변의 보드웍에서 크리스찬 메세

지를 나누는 교회의 지역 선교 프로그램도 EM에서 주도적으로 감

당하기로 하였다.

이런 선교적 사역과 훈련뿐 아니라 커뮤니티에 다가가기 위한 프

로그램으로 Korean Cultural Night을 EM 청년들과 함께 시작하였

다. 이는 지역의 미국인 지도자들뿐 아니라 스탁턴 학생들, 한인 입

양아 가족 등을 초청하여 한국 문화 전통의 현대적 가치를 주목하

며 나누는 한국 문화 행사로써 EM 사역의 존재를 지역에 알리고, 

한인교회가 커뮤니티에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이며 한인교회의 EM 

사역이 지역에 오픈 되도록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 것이다. 행사는 

매우 큰 영향을 주며 마칠 수 있었으며, 올해도 계속하고자 준비하

고 있다.

5. 계속되어야 할 희망의 노래
지난 일 년 동안의 EM 사역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다져져 가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자신들이 

사역의 주체이며, 지역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미래 지도자들이

라는 의식이 자라고 있다. 올해 교회 조직적 의미에서도 EM은 중요

한 성장을 하였다. 교회 안에 에드 카운슬(임원회)이 있듯이, EM 에

드 카운슬을 조직하여, 자신들의 헌금으로 운영 계획을 세워 나가

도록 하였다. 물론, 교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자신들 

모임을 주체적으로 계획 추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조직을 갖추

고자 한 것이다.

홉송 미니스트리는 미래 지도자를 기르는 과정이다. 하나의 EM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EM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며,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는 

리더십 훈련이라는 큰 과정의 틀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EM 사

역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하는 물음은 방향이 어긋난 질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EM 그룹은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개

척하는 도전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선 공동체가 무엇

인지를 배우고 있다. 그래서 홉송 미니스트리는 주님 안에서 희망의 

노래 부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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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연합감리교회 감독
9월 1일부터 새 회기 사역 시작

지난주 미국 내 새 

감독으로 선출된 15명 

연합감리역회 목회자

들 대부분은 그들의 연

회배정에 따라 옮기게 

될 것이다.

선거 후, 교단의 미

국 내 5개 지역총회는 9

월 1일 자로 46개 감독

구 모든 연회에 감독들을 배정 발표했다. 15명의 감독은 은퇴를 

하고 나머지 22명의 감독은 현재 배정된 연회를 앞으로 4년 동

안 섬기게 된다.

새 감독 Bob Farr 감독은 그가 Director of congregational 

excellence로 섬겨온 미주리 연회에 파송되었다. 2016 미국 내 새 

감독 선거는 세간의 관심과 논란 모두를 불러일으켰다.

연합감리교회 장정이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Scottsdale, Arizona에서 열린 서부지역총회는 본인이 동

성애자임을 밝힌 Karen Oliveto 목사를 교단의 첫 동성애자 감

독으로 선출했다. 그녀의 당선에 대한 반응은 환호에서부터 실망, 

현 교회 정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했다.

노스캐롤라이나 Lake Junaluska 에서 열린 동남부지역총회는 

Sharma Lewis 목사가 1차 선거에서 당선되며 첫 번째로 흑인 여

성 감독을 선출했다.

이 투표는 연합감리교회 교단 감독 선거 역사상 이번 선거에 

가장 많은 여성 감독이 선출된 점에 크게 이바지했다. 모두 합해

서, 지역총회 대의원들은 4명의 흑인을 포함하여 7명의 여성 감

독이 당선되었다.

아래는 앞으로 4년 동안 감독들이 수행할 배정된 연회이다. 

(굵은 글씨는 새 감독들을 나타낸다.)

Southeastern Jurisdiction(동남부지역총회)
· Alabama-West Florida: Bishop David Graves

· Florida: Bishop Ken Carter

· Holston: Bishop Mary Virginia Taylor

· Kentucky and Red Bird Missionary: Bishop Leonard Fairley

· Mississippi: Bishop James Swanson

· Tennessee and Memphis: Bishop Bill McAlilly

· North Alabama: Bishop Debra Wallace-Padgett

· North Carolina: Bishop Hope Morgan Ward

· North Georgia: Bishop Sue Haupert-Johnson

· South Carolina: Bishop Jonathan Holston

· South Georgia: Bishop Lawson Bryan

· Western North Carolina: Bishop Paul Leeland

· Virginia: Bishop Sharma Lewis

동남부지역총회는 앨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미시시

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그리고 버지니

아 주를 포함한다.

South Central(중남부지역총회)
· Arkansas: Bishop Gary E. Mueller

· Central Texas: Bishop J. Michael Lowry

· Great Plains: Bishop Ruben Saenz Jr.

· Louisiana: Bishop Cynthia Fierro Harvey

· Missouri: Bishop Robert “Bob” Farr

· North Texas: Bishop Michael McKee

· Northwest Texas and New Mexico: Bishop Earl Bledsoe

· Oklahoma and Oklahoma Indian Missionary: Bishop 

James G. “Jimmy” Nunn

· Rio Texas: Bishop Robert C. Schnase

· Texas: Bishop Scott J. Jones

중남부지역총회는 알칸사,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주리, 네브래

스카,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그리고 텍사스를 포함한다.

Western Jurisdiction(서부지역총회)
· Pacific Northwest, Oregon-Idaho and Alaska Missionary: 

· Bishop Elaine Stanovsky

· California-Nevada: Bishop Minerva Carcaño

· California-Pacific: Bishop Grant Hagiya

· Desert Southwest: Bishop Robert Hoshibata

· Rocky Mountain and Yellowstone: Bishop Karen Oliveto

서부지역총회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

이, 아이다호, 몬테나, 네바다, 오리건, 유타, 워싱턴 그리고 와이

오밍 주를 포함한다.

North Central(중북부지역총회)
· Dakotas-Minnesota: Bishop Bruce Ough

· Ohio East: Bishop Tracy S. Malone

· Illinois Great Rivers: Bishop Frank Beard

· Indiana: Bishop Julius Trimble

· Iowa Area: Bishop Laurie Haller

· Michigan Area: Bishop David Bard

· Northern Illinois: Bishop Sally Dyck

· Ohio West: Bishop Gregory V. Palmer

· Wisconsin: Bishop Hee-Soo Jung

중북부지역총회는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시간, 미네

소타,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다코다 그리고 위스콘신 주

를 포함한다.

Northeastern(동북부지역총회)
· Baltimore-Washington: Bishop LaTrelle Easterling

· Eastern Pennsylvania and Peninsula-Delaware: Bishop 

Peggy A. Johnson

· Greater New Jersey: Bishop John R. Schol

· New England: Bishop Sudarshana Devadhar

· New York: Bishop Thomas J. Bickerton

· Susquehanna: Bishop Jeremiah J. Park

· Upper New York: Bishop Mark J. Webb

· West Virginia: Bishop Sandra L. Steiner Ball

· Western Pennsylvania: Bishop Cynthia Moore-Koikoi

동북부지역총회는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

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

트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 주 또한 콜롬비아 지방을 포함한다.중남부지역총회 새 감독인 Ruben Saenz Jr. 목사 감독취임예배 모습

“Lonely the Boat”(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김활란 작사, 김해종 번역, Hope Kawashima 작곡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76장

Lonely the boat, sailing at sea, tossed on a cold, stormy night;
Cruel the sea, which seemed so wide; with waves so high.
This single ship sailed the deep sea straight into the gale;
O Lord, great is the peril, dangers to all assail.*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1절 가사)

Helen Kim(1899~1970), 본

명 김활란 박사는 20세기 한국 

감리교인 중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이며, 첫 한인여성 박사학

위 수여자이다. 그녀는 일생을 기

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여성교육

에 헌신하였다. 그녀의 고등교육

은 서울에 소재한 이화학당(B.A. 

1918)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22

년 한국에 YWCA를 설립한 후 그녀는 보다 높은 학문수련을 위해 1924년 도미하

여 오하이오 웨슬리 대학교, 보스턴 대학교(M.A. 1925) 그리고 컬럼비아 교육대

학교(Ph.D. 1931)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1931년 학장

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7번째 총장(1939~1961)이며 그녀 모교의 최초 한인 총장

으로 임명되었다.

‘이화’는 “배나무 꽃”이란 의미로, 한국 여성들에게 미국에서와 같은 교육을 제

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886년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대학은 현

재 약 20,000명의 학생이 다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대학교이다. 김활란 박사

의 학장과 총장으로서의 섬김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의 일제치하와 일본 정부의 학과와 행정에 관한 엄격한 통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학교를 닫지 않고 유지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이화학당은 이화

여자대학교(이하 이대)로 바뀌었다. 하지만 5년 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이대는 신촌 캠퍼스를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남동쪽 끝 

한국의 두 번째 큰 도시인 부산에 임시 캠퍼스를 만들어 이동하였다.

김활란 박사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녀는 공식 정부 대변인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행정업무를 돕는 공보실 디렉터(1950)로 섬겼다. 같은 해, 그녀는 영어 신

문 “코리안 타임즈”의 창간인이며 발행인이 되었고 그 신문은 www.koreatimes.

co.kr로 여전히 활발한 뉴스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국 전쟁이 휴전된 후, 그녀는 대학교 캠퍼스를 다시 재건하고, 단과대를 신

설하며, 각 부서와 병원 개설을 이끌었다. 대학교는 900명의 학생과 2차 세계대전

의 끝으로 한국의 독립 후 이어진 많은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하여 김활란 박사

가 은퇴할 당시인 1961년까지 7개 단과대학과 35 분과에서 공부하는 7,000명 이

상 학생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감리교인 교육 지도자 그리고 세계 기독교 대변인으로서 김활란 박사는 국

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와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를 포함한 많은 국제모임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그

녀는 또한 U.N. 특사로서 활동하며, YWCA와 적십자(Red Cross)를 포함한 많은 

국제적 초교파적 그룹을 위해 세계적 협의회들에서 활동하였다. 세계감리교연맹

(The World Federation of Methodist)과 교회 여성연합(Uniting Church 

Women) 등은 “젊은 여성을 위한 지도력 개발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김활

란 박사 추모 장학금 조성을 지원했다. 그 사이트는 장학금의 명칭을 “김활란 박

사, 숭고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감동에 바탕을 둔 세계 여성의 비전을 지닌 젊

은 한국 여성. 그녀는 여성들이 ‘세계의 평화와 보다 나은 환경을 고취하기 위해 

여성이 함께 일하는 시대를 꿈꿨다”라고 적고 있다.’”

“외로운 배”는 마태복음 8장 23~27절과 다른 두 복음서에도 나오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로 된 원문은 1980년

도에 연합감리교회 최초 한인 감독(1992~2005)인 김해종(b. 1935) 목사에 의해 

번역이 되었고, 1967년에 한국 작곡가 이동훈(b. 1945)에 의해 작곡되어 현재의 형

식으로 연합감리교회 아시안 찬송가 자료 Hymns from the Four Winds(1983)

에 최초로 게재되었다. 서양적인 화성에 조화를 이루는 이동훈 작곡가의 음악은 

많은 한국 전통음악에 쓰인 경쾌한 리듬의 6/8박자를 이용한다.

한국의 일본병합 35년 기간 내인 1921년에 한국어로 작사된 이 곡은 “큰 파

도와 넓게만 보이는 잔인한 바다” 가운데 “차가운 폭풍의 밤을 헤매고 있는” “외

로운 배”의 은유 속에 가려져 있는 당시의 참혹스러웠던 현실이 영문 번역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작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하고 위대한” 손이 “힘있게 조정”하시며 “나

의 외로운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이 찬송가는 한국 감리교의 중요한 역사이며 세계교회에 주는 선물이다. 9/11 

이후의 이 세계에 찬송 “외로운 배”(한국 찬송 제목-“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는 전쟁과 테러로 가득 찬 세상에 여전히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점령당

한 나라 속에서 김활란 박사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았다. 그녀의 말은 컬럼비아 대

학교 웹사이트에 인용되고 있다: “여기서 자유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당연히 받

아들여지는 개념도 아니다. 이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

리의 마음속에 그 의미가 담겨있다.”

■ 글쓴이: C. Michael Hawn

찬송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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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담임목사 주활
•	주일예배		낮	12시

•	경로대학(은빛교실)		(토)	오전	10시

•	큐티모임		(금)	오전	10시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시

10700	E.	Evans	Ave.,	Aurora,	CO	80014
303-369-9191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고은영
•	주일예배		낮	12시

•	주일학교		낮	12시(아동부)/	낮	12시(Youth	Group)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시

1190	Western	Ave.,	Northbrook,	IL	60062
847-205-9642		•		www.glenbrookchurch.org

담임목사 최진용
•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	중고등부(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	수요예배		오후	8시

•	새벽기도회		(평일)	오전	6시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978-470-0621		•		www.hanboston.org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글렌브룩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이광훈

•	주일예배		오전	10시	45분

•	주일	영어예배		오전	9시	45분

•	아동부/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시

•	주간	만나	예배		(화~토)	오전	6시

5701	Lee	Farm	Lane,	Suffolk,	VA	23435
757-484-5988		•		이메일:	vakoreanumc@gmail.com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

St. Paul 한국어 강좌

8월 1~5일, Leawood, KS

2016 교회 성장학교

(School of Congregational Development)

8월 17~20일, Chicago, IL

글로벌감리교여교역자 모임

(Global UM Clergywomen Gathering)

8월 29~31일, 휴스턴, TX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9월 12~14일,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MI

한인여선교회 UN 세미나

10월 12~15일, 뉴욕 후러싱제일교회 & CCUN(맨하튼)

한인여선교회 서부지역 지도자훈련

10월 28~29일, CA

북가주 평신도지도자대회

11월 12일, San Jose, CA

2016년 청년학생선교대회 KUMC 2030 Conference 

11월 23~26일,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IL

2016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연합감리교회공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연합감리교회 프로그램 달력(영어)’이 발행되었습

니다. 클래식 달력, 포켓사이즈, 벽걸이, 책상용, 전자 달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행된 이 
달력에는 연합감리교회의 주요 정보와 관련된 각종 절기와 행사 등이 기록되어 있어 목회
자나 평신도 리더가 개체교회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주문은 http://www.koreanumc.org/resources/2017-program-calendar-
information을 참조하세요.

매년 공식 프로그램 달력은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대학교기금(AFU)

2017년 연합감리교회 공식 프로그램 달력

사진 제공: 아프리카대학교(AU)

여러분들과 같이 관대하고 돌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와 같은 환경에 처해있는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이란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관대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젠가 저도 여러분들처럼 다른 학생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Hana Degefa Mekonnen_이디오피아, 2016 농과 학사

자세한 사항은 www.umcgiving.org/auf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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