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TE OF THE CHURCH

세계를 위해 함께하는 선교

2013년 가을, 새로운 4년 회기의 첫 총감독회의 전체회의가 노스캐롤라

이나에서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회의방법으로 모였던 이 모임에서 우리

는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이 함께할 여정을 그려보는 비전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비전의 여러 부분들이 연회 및 총회 기관들과 연결되어 생동

하는 사역을 만들어내는 확실한 전략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공과 실패, 전략과 비전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하는 선교를 돌아보고, 가

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각자의 소명과 연합

감리교회 각 신앙의 공동체와 각 연회를 향한 부르심을 상기시킵니다.

지난 3년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돌아보고, 총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가

장 먼저 연합감리교인으로 부름 받은 우리의 소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변화를 위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

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

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 명령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교단의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3~2016년 회기는 집중과 배치, 그리고 확인의 회기였습니다. 우리는 

생동하는 교회를 늘리는 우리의 목표에 헌신해 왔고, 지도력 개발, 교회 개척

과 교회의 재활성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 전 세계 보건문제 개선 등의 4

대 중심 선교과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노력은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연회와 지방회와 개체교회 전체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을 실천하는 우리의 근

본적인 임무에 참여하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교회가 연결되어 우리 모두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교회와 연회의 여정이 영감과 새로

운 활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하며,

Bruce Ough 감독  연대사역협의회 의장

Warner H. Brown Jr. 감독  총감독회 회장

Michael Coyner 감독  총회재무행정협의회 회장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께, 2016년 교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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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 THE CHURCH

생동하는
    교회의 증가

연합감리교회 선교는 세상의 변화를 위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에 있다. 개체교회는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을 제공하여 준다. (2012 장정, ¶ 120)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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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통계
연합감리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12,300,000명의 고백교인이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24퍼센트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성장과 미국과 유럽 지역의 감소를 보인 지난 10년간 세계 전체의 교인 수가 변화하였다.

해외지역 2004 2014 10년간 변화된 교인 수 10년간 변화된 교인 수 변화율

중부아프리카  174,617  748,963  574,346 329%

콩고  862,275  2,595,317  1,733,042 201%

서아프리카  594,739 508,696  913,957 154%

중남부유럽  18,410  15,352  (3,058) -17%

독일  37,924  32,108  (5,816) -15%

북유럽  16,355  11,483  (4,872) -30%

필리핀  179,452  216,326  36,874 21%

미국  8,075,010 7,183,193  (891,817) -11%

총계  9,958,782 12,311,438  2,352,656 24%

지역 연회수 개체교회 수 고백교인 수 

아프리카지역 총계 30  12,431  4,852,976 

필리핀 총계 24  1,444  216,326 

유럽 총계 20  1,065  58,943 

북미 총계 57 32,408 7,183,193

교인 통계

2014년 통계 한눈에 보기

연합감리교회 목회자,
감독, 개체교회, 연회

지난 10년 동안 연합감리교회는 아프리카 지역의 큰 성장으로

목회자, 개체교회, 연회 그리고 교인 수의 증가를 보였다.

지불된 모든 일반기금을 위한 분담금, 1994~2014년*

연도  총 분담금 지불 분담금 지불 분담금 퍼센트

1994  $110,639,996  $93,339,909 84.4%

1995  $113,828,214  $97,868,862 86.0%

1996  $117,146,649  $100,382,948 85.7%

1997  $118,425,273  $104,496,463 88.2%

1998  $118,431,010  $105,394,783 89.0%

1999  $119,630,756  $107,857,724 90.2%

2000  $121,999,757  $111,187,769 91.1%

2001  $127,256,750  $114,676,537 90.1%

2002  $127,860,750  $113,095,935 88.5%

2003  $129,634,750  $112,418,090 86.7%

2004  $132,656,250  $116,808,070 88.1%

2005  $139,955,000  $121,703,502 87.0%

2006  $142,849,627  $126,427,676 88.5%

2007  $145,693,841  $130,564,022 89.6%

2008  $150,973,581  $130,210,994 86.2%

2009  $150,308,000  $126,303,259 84.0%

2010  $150,232,058  $129,428,321 86.2%

2011  $149,472,006  $130,885,848 87.6%

2012  $147,268,131  $132,743,590 90.1%

2013  $143,302,750  $128,613,187 89.7%

2014  $143,132,984  $130,069,948 90.9%

2004 총 목회자 총 개체교회 연회 현직 감독 

아프리카 6,886 4,792 19 11

아시아 3,279 1,691 24 3

유럽 1,100 881 21 4

북미 45,176 35,065 65 50

총계 56,441 42,429 129 68

2014 총 목회자 개체교회  연회 현직 감독

아프리카 9,620 12,431 30 13

아시아 1,910 1,444 24 3

유럽 1,130 1,065 20 4

북미  45,651  32,408 57 46

총계 58,311 47,348 131 66

2010년부터 총감독회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미션인 세상을 변화시

키기 위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 만

드는 일에 관심과 에너지와 리소스

를 더 집중할 것을 확고히 했다. 이 

미션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연

합감리교회 전체에서 제자를 만드

측정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사역의 열매에 

대해 배우고,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

들을 모을 것이다.

밝은 곳 찾기: 해외지역총회의 생동

하는 교회

2015년 John Schol 감독과 

Mike Lowry 감독은 필리핀 지역

의 감독들과 함께 생동하는 사역

이 번창하는 “밝은 곳”을 찾으려 노

력했다. 그들은 지역 리더들과 함께 

생동력(“밝은 곳”)으로 이끄는 사역

과 전략을 찾아내고, 필리핀의 다른 

지역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힘썼

다. 2016년에는 이와 유사한 회의가 

아프리카의 두 연회에서 있을 예정

이다.

생동하는 교회 진행 팀

생동하는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미션을 향해 함께 

일하는 것에 영감을 주고 있다. 생

동하는 교회 진행 팀은 예배에 참

여하고, 예수 안에서의 신앙 고백

을 하며, 소그룹 활동과 선교에 참

여하고, 아낌없이 헌금 하는 제자들

의 수를 늘리는 노력을 하는 연회들

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축하한다. 

연회들과 총회 기관들에서 나온 사

람들로 구성된 이 진행 팀은 생동하

는 교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

으고 나눈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생동하는 교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과, 세계 

보건을 염려하며, 신실한 리더의 양

성을 위한 헌신과, 전 세계에서 새로

운 신앙 공동체를 개척하는 열정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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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동하는 교회의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교회 지도자들은 

생동감을 이끄는 것들에 대한 이해

를 넓히고, 신앙 고백, 예배 출석자, 

소그룹 사역, 선교적 참여와 선교적 

헌신 등의 5가지 주요영역의 개선

을 위해 다시 헌신할 것이다: 미국 

내에서 많은 연회들이 매년 이 5가

지 측정영역을 비교하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4년,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

의 예배 출석자 수와 신앙 고백자 

수, 그리고 소그룹 사역들이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선교의 참여

도는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선교 헌

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교회 

리더들은 사역들의 열매를 맺도록 

돕기 위해 위의 5가지 영역에 계속 

집중하고 점검할 것이다.

연합감리교회가 세계적 교단 전

체에서 보다 나은 생동력의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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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회기금 
아래 도표는 미국 내 지정된 분담금과 연회에서 받은 

분담금의 총계를 보여준다. 2016년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해외지역총회의 분담금을 늘리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몇몇 해외지역총회 연회들은 과거에 분담금을 내기도 했으나, 

공식적인 분담금 지불 시스템을 통해 하지 않았다.

지불된 모든 일반기금을 위한 분담금, 1994~2014년*

연도  총 분담금 지불 분담금 지불 분담금 퍼센트

1994  $110,639,996  $93,339,909 84.4%

1995  $113,828,214  $97,868,862 86.0%

1996  $117,146,649  $100,382,948 85.7%

1997  $118,425,273  $104,496,463 88.2%

1998  $118,431,010  $105,394,783 89.0%

1999  $119,630,756  $107,857,724 90.2%

2000  $121,999,757  $111,187,769 91.1%

2001  $127,256,750  $114,676,537 90.1%

2002  $127,860,750  $113,095,935 88.5%

2003  $129,634,750  $112,418,090 86.7%

2004  $132,656,250  $116,808,070 88.1%

2005  $139,955,000  $121,703,502 87.0%

2006  $142,849,627  $126,427,676 88.5%

2007  $145,693,841  $130,564,022 89.6%

2008  $150,973,581  $130,210,994 86.2%

2009  $150,308,000  $126,303,259 84.0%

2010  $150,232,058  $129,428,321 86.2%

2011  $149,472,006  $130,885,848 87.6%

2012  $147,268,131  $132,743,590 90.1%

2013  $143,302,750  $128,613,187 89.7%

2014  $143,132,984  $130,069,948 90.9%

1994~2014년 모든 일반기금을 위한 분담금 지불률2004 총 목회자 총 개체교회 연회 현직 감독 

아프리카 6,886 4,792 19 11

아시아 3,279 1,691 24 3

유럽 1,100 881 21 4

북미 45,176 35,065 65 50

총계 56,441 42,429 129 68

4대 선교중심 과제를 위한 전략 방향
연합감리교회 연회와 개체교회의 시행 전략:

≫ 새로운 지도력 개발

≫ 새로운 이들을 위한 교회 개척

≫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 참여

≫ 전 세계 보건문제의 개선

우리는 웨슬리 전통에 따른 생동력으로 연결

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총감독회는 

10년 전에 이 4가지 영역이 그들 연회가 그리

스도를 위해 열매 맺는 길임을 강조했다. 오늘

날, 4대 중심선교 과제는 제자 만드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가며, 교단 전반의 생동감 넘

치는 사역의 증거를 보여준다. 우리의 전 세

계 교회개척 노력과 말라리아를 없애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 그 확실한 두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2014년과 2015년, 교회 리더들은 전 세계

의 연회에 839개의 새로운 교회와 신앙 공동

체를 세웠고, 연합감리교회가 잘 알려지지 않

은 지역에 선교운동을 통해 226개의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세웠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선교연회에서 완전한 연회가 되기 전 단계인 

새로운 준 연회가 된 Malawi의 변화를 축하

한다.

2008년 총회는 예방이 가능하지만 아직

도 2분마다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말라

리아로 인한 사망과 고통을 근절시키는데 연

합감리교회 선교의 초점을 맞출 것을 확고

히 했다. 2012년, 교회 리더들은 말라리아 확

산 방지와, 병을 근절시키기 위한 장기간 해

결책을 세우기 위한 기금 750만 불 모금을 

위해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Imagine 

No Malaria) 캠페인을 시작했다. 2015년 11

월까지 캠페인은 기금 목표액의 90퍼센트에 

도달하는 성과를 올렸다 – 도움이 필요한 형

제자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전 세

계 연합감리교인들의 아낌없는 후원에 감사

드린다. 

총감독회와 연대사역협의회는 연합감리

교회 총회기관들과 함께 각 분야의 중점 부

분에 맞추고 강화하기 위한 연대를 이어가며, 

앞으로 4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우

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세계 연대

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길을 알아냈다. 우리 모

두 함께 이 일을 할 것이다: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리소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

용할 수 있으며, 사역의 영향을 높일 수 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다. 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연

합감리교인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

우리는 영적 여정의 활력, 교회와 4대 선

교중심 과제를 통한 전 교회의 생명을 증진시

키면서 선교에 초점을 맞춘다. 수백만에 이르

기까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위대한 사명에 응

답하고 있다.

개척과 재개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앙을 

고백한 백만 명의 새로운 

제자를 만든다.

2
교회 개척/
새로운 이

모집, 훈련 그리고 참여

3백만 명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DIFFERENCE 

MAKERS)”,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세계를 변화시킬 

연합감리교인들.

1
지도력

빈곤의 문제를 다루는

400개의 생동하는

믿음의 교회를 만들기 위한 

교회 전반의

파트너십 성장.

3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

생명을 살리는

보건 중재로 백만 명의 

어린이 돕기.

4
전 세계 보건

PH
O

TO
S:

 U
M

N
S/

M
IK

E 
D

U
B

O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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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nUMC.org를 방문하시면 소식과 알림, 자료와 정보, 사역과 신앙생활, 기관행사 및 이벤트 안내 등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진정 우리의 교구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는 교인 구

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의 리더들은 교회가 정통과 평

등 그리고 지속성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분별

해갈 것이다.

지난 4년간 교회 리더들은 보다 확실한 세계적 연대를 위한 비전을 세

워왔고, 계획의 초점이 명확해졌다. 총회 부서들과 위원회와 기관들이 행

정과 프로그램의 협력으로 교회의 흥미진진한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진

실로 감동적이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

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할 

때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교회구조를 이룰 것을 믿는다.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명확한 초점과 더 

강력한 배치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

리는 깨진 자, 배고픈 자, 아픈 자, 길 잃은 자와 외면된 자에게 예수 그리

스도의 치유의 사랑을 전하는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축하하

고 확인한다.

구원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
   우리의 세계적 연대 강화

Phone  866-648-9584
Website  www.umc.org/connectionaltable

연합감리교회 연대사역협의회

Phone  202-547-6270
Website  www.umc.org/councilofbishops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Phone  866-367-4232
Website  www.gcfa.org

총회재무행정협의회

이 보고서는 총회재무행정협의회와 생동하는

교회개혁안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에 의해 제작되었다.

웹사이트 www.umc.org/sotc.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우리의 전세계적      
   연대 강화

“오직 기도와 선교와 예배를 통하여 상호 의존하는 세계적인 파트너 십” 

(장정 ¶125)의 생동력 있는 연대적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르게 바꾸어야만 한다. 우리는 상황에 보다 더 관련이 있고, 

깊은 연대를 이루는 대화에 개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나누는

리소스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연합감리교회에 주신 

비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이러한 관계를 

만드는 현재와 다음 4년에 해야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 교회 구조는 

반드시 공동 작업에 의해 세워져야 한다. 리더들은 변화를 위한 계획을 만

들고,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기 위해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

더욱 확고한 전 세계의 연대를 향한 여정의 이정표: 

≫ 해외지역총회 관련 상임위원회는 시험적인 장정을 만들고, 2020년 

총회에 제출할 청원안 준비 과정에 전체교회 참여를 위한 기초작업을 해

왔다.

≫ 총회사회부는 세계적 사회기본원리(worldwide Social Principles)

가 어떠한 것인지 그 윤곽을 잡는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전 세계의 연합감

리교인들과 논의해 왔다.

≫ 총회재무행정협의회는 분담금 지불 시스템 확대(expanding the 

apportionment system)를 위한 청원안을 만들었고, 세계적 연대를 위한 

공평한 재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연대사역협의회는 우리 교단의 구조에 관한 논의와 미국 내 연합감

리교회가 어떻게 그들의 상황에 적합한 결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대적

인 대화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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