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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 땅을 향해 다리를 놓는 사람들”
Bridge Building to the Promised Land, Together
2016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2016 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가 4월 4일부터 7일까
지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
교회(김광태 목사)와 Westin
시카고 호텔(Itasca, IL)에
서 개최되었다. 350명이 넘
는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
이 모인 이번 한인총회는 “약
속의 땅을 향해 다리를 놓
는 사람들(Bridge Building
to the Promised Land, Together)”이라는 이번 주제
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여
러 그룹과 세대들이 연결되
2016 한인총회 참석자 단체 사진
어, 과거를 지나 현재와 미래
로 나아가는 다리를 함께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 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미
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꿈을 이
지는 열정적인 총회였다.
루어 드리는 그런 한인교회와 한인총회가 되
한인총회 40년 기념비
기를 바랍니다.”라고 40년사의 발간의 의미를
약속의 땅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한 부여했다.
인총회는 먼저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출판 위원장으로 40년사의 발간을 이끌었
시작했다.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던 한상신 목사는 미주 한인감리교회의 역사
드린 첫째 날 예배에서는 지난 2년 동안의 길 는 113년이지만, 한인교회의 성장으로 한인연
고 힘든 편집작업을 통해 드디어 발간하게 된 합감리교회 공동체의 공식적인 협의체 결성
<한인총회 40년사>를 하나님께 헌정하고, 함 의 필요성을 느끼고, 1974년 처음으로 한인총
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장 이성현 목 회(구 전국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이제 40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 을 축하하게 되었다고 한인총회 40년사의 배
웠듯이,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 기념비의 경에 대해 먼저 참석자들에게 설명을 하였다.
역할을 하는 <한인총회 40년사>가 발간이 되 한상신 목사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요한 기
었습니다. 이 책에는 지난 40년 동안 선배 목 록들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
사님들 그리고 선배 평신도 여러분들이 얼마 고 자료수집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며, 인수
나 수고하셨는지, 그들의 땀과 그들의 사랑의 인계가 안 되거나, 자료를 잃어버리고, 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며, 이렇 이미 작고하신 분들과 한국으로 가신 분 등으
로 자료를 찾아내고 정리하기가 아주 어려웠
다고 편집과정을 설명했다. “아쉬운 점이 많
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한인총회의 자료
들을 모아 40년사를 발간할 수 있게 되어 하
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편집위
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감사의 인사
를 전했다. 한상신 목사는 이 40년사가 연합
감리교회의 역사적 자료들을 모아놓고 있는
Drew University 역사자료실에 한인교회들의
한상신 목사 한인총회 40년사 소개
역사 자료들이 보관, 전시되는 아름다운 결실

2016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Bridge Building”
이번 한인총회는 예년보
다 더 많은 타인종 목회자와
영어권 차세대 목회자(Nexus)들이 참석하여 서로 배우
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
간을 가졌다. 한인총회를 여
러 해 참석해온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달라진 한인총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은퇴 후 중북부
한인선교감리사로 섬기고 있
는 이훈경 목사는 “달라진 총회 분위기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며, 이것은 현재의 우리 한
인총회 내의 그룹과 세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이며, 우리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
회라고 말했다. 한인총회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
은 그룹과 세대 간의 다리 놓음(Bridge Building)에 중점을 두었다. 세 번의 아침예배와 화
요일 저녁예배의 릴레이 설교도 각 세대와 그룹
의 특성을 잘 나
타내는 메시지로
이어졌고, 그 가
운데 서로 연결되
는 모습을 보여준
예배였다. 웨슬
리 신학교 부총
장 신경림 목사가
인도한 두 번의
성경공부는 세대
간의 관계와 평
신도와 목회자의 박은수 목사(우리연합감리교회,
OR)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습
관계를 다시 살피
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
를 묵상하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옹하는
교회에 관해 묵상하였다. “How to Approach
to Human Sexuality Issue in UMC Context”란
제목의 주제특강에서 Young Lee Hertig 박사
는 일치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화해를 이루
▶ 4페이지에 계속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
하시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동역자들과 교우
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1차 공문에서 이미 알려드린 대로 한인연합
감리교회 선교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6
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번 2016년 선교대회는 지금까지 헌신해 온 한인
교회 선교 현황을 진단하고 아울러 앞으로 한
인교회가 지향해야 할 선교 사역의 방향을 모
색함과 동시에 각 선교지역 선교회 활동을 활
성화하고, 선교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과
의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
단 세계선교부에서 파송한 한인 선교사님을 비
롯하여 여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초
청할 것입니다.
한인교회 선교 사역에 소중한 이정표가 될 이번
선교대회에 귀 교회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하신
사역자님들과 선교에 관심 있는 교우님들께서 많
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 “선교, 어디로 향할 것인가?”
• 기간: 2016년 9월 12일(월)~14일(수)
• 장소: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42693 Dequindre Rd., Troy, MI 48085
• 대상: 개체교회 목회자 및 선교담당자
• 회비: 참가신청서 참조
• 문의: 백승린 목사, 총무
		
813-777-6441·gillin89@gmail.com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협의회
회장: 이승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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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규약의 수용을 촉구하는 감독들
감독들의 한 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에 있을 총감독회 전체회의에
서 책임 규약을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책임감이란 연합감리교인 삶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특별위원회 일원이며 필라델피아 지역 주재감독인 Peggy Johnson 감
독은 말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훈련의 하나로 우리는 서
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청원된 이 규약은 전반적인 면에서 감독의 취임서약에 바탕을 두
고 있으며, 교단이 겪고 있는 미국 내 예배자의 감소, 동성애에 관한
깊은 분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
미인가라는 질문 등이 제기될 때 나온 것이다. 이는 또한 감독들에게
부담이 될만한 여러 청원안들이 대의원들에 의해 논의될 2016 총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이 청원안들은 감독들이 교회법에 따라 항의제소를 당할 때 총감
독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감독들은 교단의
최고 입법의회인 총회에서 투표권이 없으나, 입법절차에 관한 안내와
입법회의의 사회를 볼 의무가 있다.
총감독회 전체회의는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총회 바로 전인 5월
5일에 모일 예정이다. 감독들은 또한 총회가 끝난 다음 날인 5월 21
에 다시 만날 계획이다. “우리는 2016년 총회를 준비하면서 취임서약
에 근거한 언약과 그 언약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개요를 정
하고, 총회 이전과 총회 기간, 그리고 그 후의 영적인 리더십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청원된 규약에 쓰여 있다.
총감독회 회장이며 특별위원회 일원인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재감
독인 Warner H. Brown Jr. 감독은 모든 감독이 그들의 서약을 지키
기 위해 자신들의 역량을 다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
다. “우리의 책임감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이 규약을 발표했습니다. 우
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 규약을 지키기 위해 서로 독려할 것
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Johnson 감독은 이 규약이 사역을 강화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본
다. “강철은 강철로 다듬는 것처럼, 우리가 성스러움과 의로운 삶을 높
이도록 서로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 규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 제안은 감독들이 서로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한 몇 년의 논의
끝에 나온 것이다.
감독들이 교회의 생동력 조성을 위한 그들의 약속을 지키는 것

로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제안된 규약은 실행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의
도하는 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Brown 감
독은 말했다.

두 가지 제소

연합감리교회 예배서(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에 나와있는 감독
취임예배 순서 전문 by Kathleen Barry

을 포함하여, 상호책임에 관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정한 후인 2013
년 5월 총감독회는 책임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
로는 Brown 감독과 Johnson 감독을 포함하여 Janice Huie 감독과
Gregory Palmer 감독, 그리고 은퇴 감독인 Hans Vaxby 감독과 Peter Weaver 감독 등이다. Charlotte (North Carolina)지역 주재감독인
Larry M. Goodpaster 감독이 특별위원회 의장이다.
Brown감독은 2014년 11월 총감독회 회장으로서의 첫 연설을 마치
며, 감독들에게 그들의 감독 취임서약을 다시 한 번 상기하자고 말했
다. 이어진 총감독회 회의와 지난 2015년 5월에 열린 회의에서 감독들
은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어떤 복무규정이 필요한지에 관해 토론했다.
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독들은 늦지 않은 이메일 및 전화 응
답과 각자 지역의 교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먼저 구하는 몇 가
지 흔한 사례에 대해 소그룹에서 논의했다.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서
로 공감하는 동의와 기대를 찾는 데 있습니다,” 라고 지난해 열렸던
총감독회 회의에서 Goodpaster 감독은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와
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교단 최고 법과 교리인 장정에 따르면 교회법에 관련하여 감독들
이 서로 책임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 제한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장정에 정의되어있는 제소와 처벌 등등이 우리의 통
제와 능력을 넘어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역과 일에 서

청원된 책임 규약
교회의 감독들은 우리의 구원자와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인도하도록 교회가 파송한 영적 지도자들이다. 각 감독들의 취임서
약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목회를 이끌고 만들어간다. 총감독회로서 우리는
그 서약을 우리의 언약으로 세운다. 그 서약의 핵심은 취임예배의 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서약하고 헌신한다…
•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화합을 찾기 위해, 그리고 교회 전체의 규율을 실
행하기 위해…”
•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 “…선교의 증인이 되고 세계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 “…우리의 돌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기 위해…”

•
•
•
•
•
•
•

(감독 취임예배 순서 전문은 연합감리교회 예배서(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에 나와 있다, 698~710페이지)

•

우리는 2016년 총회를 준비하면서 취임서약에 근거한 언약과 그 언약을 우
리가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개요를 정하고, 총회 이전과 총회 기간, 그리고
그 후의 영적인 리더십을 제공할 것이다

•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는 함께 언약으로…
•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성령에 의지
하여 이끈다.

총회와 대의원 그리고 방청객을 위해 기도한다.
교회의 화합을 위해 힘쓴다
모든 이를 존중한다.
누구에게나 목회의 돌봄을 베푼다.
총회가 적법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의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다.
“…신앙, 명령, 예배식, 교리 그리고 교회 규칙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서
약을 이행하며 장정의 분명한 목적에 의해 인도된다. (¶403.1)
“...교회 전체를 관할하는 것과 속세적이고 영적인 관심들을 알리기 위한
계획과, 총회에 의해 정해지고 금해진 규칙, 규정 그리고 책임을 실행에 옮
기기 위한 계획.” (¶47)
우리가 전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성에 노력
하며, 열정, 명확성, 희망 그리고 상상력을 교회에 나누는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
존 웨슬리의 선언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과 지도
력이 되기를: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규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서로 책임을 지고, 전 교회의 지원과
기도를 구하기를 서약한다.

Moving to a new address?
Rev. Jacob(Seung Pil) Lee
Phone (615) 742-5118 | Fax (615) 742-5469
or kumc@umcom.org.

P.O. Box 320
Nashville, TN 37202-0320

그러나 총회에서 실행조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 논의할지도 모른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된 후 잘 알려진 대로 연합감리교회 감
독 두 명이 서로 아주 다른 두 가지의 사항으로 교회법에 따라 제소
되었다.
교회법을 무시하고 Joe Openshaw와 Bobby Prince 두 남성의 결
혼을 주례한 은퇴 감독 Melvin G. Talbert 감독은 연합감리교회 총감
독회의 요청에 따라 2014년 3월에 제소에 되었다. 이 제소는 2015년 1
월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합의하에 결의되었다. 이 결의안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다른 상황으로는, 동아프리카 지역 Daniel Wandabula 감독의
감독구가 $757,000 이상의 교회자금 전용에 대한 오랜 의문 때문에 교
단 총회재무행정협의회가 2013년 3월에 제소를 한 것이다. 이 제소는
지금도 미결로 남아있고, 총감독회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
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감독에 대한 제소과정의 개정이나 그와
관련한 여러 청원안들이 나오게 하였다. 현재 감독에 대한 제소는 대
부분 감독의 소속 지역, 즉 미국 내에서는 각 지역총회에서, 그리고 아
프리카, 유럽, 필리핀 등은 해외지역총회에서 다루어진다.
여러 청원안들은 제소에 관해 총감독회가 더 많은 권한을 행사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청원안에 따르면 만일 제소가 180일(6개
월 정도)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총감독회가 관여할 것을 의무
화하는 것이다.

규약에 대한 반응
Wandabula 감독은 이 규약이 교회의 화합을 위해 아주 중요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총회를 준비하며, 연합감리교회의 화합을
방해하는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 규약에 나와 있듯이,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인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간구해야 합니다”라고
이메일에 썼다. 규약 청원에 관한 대답으로 그는 5월에 개최될 총감독
회 회의까지 기도와 금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lbert 감독은 청원된 규약에는 아무런 반론이 없으나, 이런 것이
필요치 않다는 그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한 은퇴 감독은 총감독
회의 결정에 의사표명은 할 수 있으나 투표권이 없다는 것을 언급했
다. “어떤 감독들은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1980년 감독으로 선출되었을 때의 취임서약을 잊지 않고 있습니
다. 나는 그 서약에 따라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장정에는 목회자가 동성의 혼인을 주례하거나 교회가 그런 결혼식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교회는 또한 결혼을 여성과 남성
간의 결혼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감독들의 책임감과 관련한 청원안과
함께 LGBTQ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와 관련한 여러 청원안들이 총회
에 제출되어 있다. LGBTQ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리
고 성 정체불가자의 약자이다.
어떤 청원안은 현재의 교회 규정을 바꾸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
른 청원안에는 규정을 어겼을 때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청원하
고 있다. 궁극적으로 총회는 어떠한 책임감이 앞으로 주어질 것인가
에 대하여 결정할 것이다.
Talbert 감독은 교단의 입장에 대한 그의 이의 제기를 그의 서약과
기독교적 신앙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그는 이 캠페인을 성서적 순종
이라 일컫는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서의 해석
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글쓴이: Heather Hahn,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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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만든 질문 하나, 열 설교 안 부럽다
소그룹 리더 전국훈련을 다녀와서

정요셉 목사 | Summerside 연합감리교회, OH

한인목회강화협의회가 주관하는 ‘소그룹 리더 전국훈련’이 지난 3월 7
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시카고에서 열렸다. 중북부 지역
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인 한인 목회자 40여 명이 이번 훈
련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을 특히 타인종 목회자도 다수 참가해 <만나
고싶습니다>의 영문판 “Longing To Meet You”의 소그룹 리더 세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배우고, 소그룹 인도를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
지며, 알찬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소그룹 활동의 중요성과 감리교 전통
적 개념에 근거한 소그룹 진행방법을 이해하고, 각기 다른 상황의 섬기
는 교회에 적용하는 부분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
가자들은 페이스북 그룹 방을 만들어 네트워크와 적용 부분의 지속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더 높은 단계의 소그룹 리더
훈련이 앞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아래는 이번 ‘소그룹 리더 전국훈련’에
참가한 오하이오 주 Cincinnati의 Summerside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정요셉 목사의 참가 후기이다. [편집자 주]

이번에 참석한 소그룹 리더 전국훈련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
로 참 많은 배움과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배웠던 소
중한 것들이 저의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두 가지
의 ‘모순 (oxymoron)과 같은 지혜’를 마음에 담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모순과 같은 지혜는 소그룹 참여자가 가장 필요한 자
세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 지혜는 소
그룹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지혜는 이성호 목사
님(Concord 연합감리교회, CA)의 강의와 실습 시간에 맥과 같이
흐르던 내용이었습니다. “잘 만든 질문 하나 열 설교 안 부럽다...”
소그룹 리더는 모임에서 정답 대신에 적합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 또 강조하셨습니다. 목회자로서 또는 소그룹 리더로 훈련을
시킬 때, 더 나아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정답을 주는 거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적합한 질문을 하는 것이라는 이 내용이
저의 마음에 참 깊이 담겼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소그룹 모
임에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듣기보다는, 말을 하려는 경향
이 많이 있습니다. 경청의 훈련이 안 된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나
쉽게 훈계하고, 너무나 쉽게 정답을 주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속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삶의 무게가 가득 담긴 이야기들을 나
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인데, 그런 교인들의 삶
의 무게가 담긴 이야기에 대해 불쑥 정답을 툭 던져 주려고 합니
다. 강의나 훈계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것
이 꼭 정답을 기대하며 얘기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성호 목사님께서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줘야 한
다는 망상에서 젖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 말씀이 참
공감되었고
마음에 깊이
담겼습니다.
목회자는 정
답을 줘야 하
고, 또는 정
답을 주는 것
이 사명이라
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
니다. 정답을

주는 것이 목회자가 해
야 할 일이라는 어떤 압
박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정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
고, 모든 것을 알아야 하
며, 그러기 때문에 정답
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목
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
요한 책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과 망상으로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 시킬 때 그날 배울 것들에 대한 모든 질문들에 대
한 답을 알려주려 하고, 교인들이 그 모임에서 고민과 아픔에 대
해 나누는 성도에게 정답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망상과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교회 소그룹 모임이나 다른 모임에서 그 고민과 어
려움에 대해 정형화된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질문을
함으로 그 고민과 아 아픔을 스스로 또는 더 깊이 process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리더 훈련강의 내내 예제로 강조되었던 요한복음 4장
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생각해 봅니다. 예
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일방적인 강의나 훈계
를 하지 않으셨
습니다. 예수
님은 하나님이
시기에 그 사
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알
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필요
한 것, 삶의 무
게, 가장 큰 고
민과 문제, 눈
물과 아픔 등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불쑥 정답을 던져 주지 않
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질문과 대화였습
니다. 정답을 몰라서 안 주신 것도 아니었고, 정답이 이 여인에게
필요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의 변화와
회복, 치유에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셨고, 경청해
주셨고, 인정해주셨습니다. 쉽게 훈계하지 않으시고, 말을 딱딱
끊거나 쉽게 정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점점
본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길만 터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져주셨던 이러한 질문의 방식이 바로 소그룹 리
더들이 개발하고 집중해야 할 할 적합한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적합한 질문들이 바로 “징검다리 질
문들”이라고 이성호 목사님은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방적인 설교를 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인
정답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적합한 질문을 통해 주님께 점
점 다가오게 하는 이 방법이 소그룹에서 사용되면 정말 삶을 변
화시키고 치유와 변화가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주는 정답이 이 여인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답 전에 질문과 경청으로 그 여인을 품어
주시는 것이 더 본질적임을 아셨습니다. 적절한 질문들과 경청

을 통해 이 여인은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눈높이를 맞추어 질문을 하심으로, 그 사마
리아 여인이 주님께로, 복음의 본질에 점점 다가올 수 있도록 길
을 열어주셨습니다. 목회자로서, 혹은 리더로 어떤 소그룹을 인
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을 던져 주는 것이 아니라, 그룹
맴버들이 마음을 열고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수 있도록 적합한 질
문을 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그룹 리더 훈련
을 위한 목회자의 사명은, 정답을 찾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본
질을 향해 징검다리를 지나 나아갈 수 있도록 적합한 질문을 해
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적합한
질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
던 것 같습니다. 단지 소그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 모든 영
역에서 정답과 해법에 늘 관심이 많았지, 그런 적합한 질문을 찾
기 위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발버둥 친 적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교인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목회자인 저는 늘 답을
해줘야 하고, 모르면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들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서 분위기를 깨
는 사람이 되고, 대화와 이야기 중에 아무런 생각 없이 불쑥불쑥
끼어들어 정답을 던져 주려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답을 찾아 주려고만 하는 마음
이 많다 보면, 그 본질에서 벗어나 결국은 소그룹 모임을 통한 삶
의 나눔과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적합한 질문 만들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배운 이번 모임
이 단지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목
회 전반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
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 목회자로서 내가 모든 것들에 정답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그 분명한 자의식과 그리고 자유함이 생겼습
니다.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어떨
때는 교인들에게 적합한 질문을 하며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것
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언어
와 문화가 다른 타인종목회자 하고 있는 저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적합한 질문을 던져 주며 함께 고민하는 열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당장 정답을 줘야 될 거 같고, 답답
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징검다리를
지나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인내하고 우리 교인들을 대하며, 이해하는 마음으
로 질문을 하여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오는 여정
을 제가 제공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교인의 마음을 알고, 교인의
마음을 담을 적합한 질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던지는....
When a Samaritan woman came to draw water, Jesus said to
her, “Will you give me a drink?”(John 4:7)

4

한인총회 소식

April 2016

“약속의 땅을 향해 다리를 놓는 사람들 | Bridge Building to the Promised Land, Together” 1페이지에 이어서 ▶

라숭찬 박사의 “Asian-American Identity and Theology”이나
곽지선 감리사의 2016 연합감리교회총회 등의 각종 워크숍도 현
재 존재하는 세대와 그룹 등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공간을 이어
주는 “bridge building”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많은 관심
을 이끌었다. 이성현 목사는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
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꿈
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한인교회와 한인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다리 놓는 일을 우리 한인 총회와 한인교회가 감당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더욱 하나가 되는 한인총회의
미래를 꿈꾸었다.

새 총회장 추대
이번 총회에서 김광태 목사(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가 연
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제 22대 총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마지막 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관보고와 일반회무를 모두 처리한 후, 공천위
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공천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진희 목사(웨슬

리연합감리교회, TX)는 “기도와 논의를 통해 우리 한
인연합감리교회의 전통인 단일후보 공천을 할 수 있
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또 한 후보로 거론 되
었던 한상신 목사(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NH)의 결
단으로, 김광태 목사를 단일 후보로 공천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한상신 목사도 발언을 통해 한인총회의
화합과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본인의 결단을 참석자
들에게 설명하여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진 논
의에서 몇몇 사람들이 한 교인이 보낸 김광태 목사를
험담하는 무작위 이메일에 대해 내용확인이 필요하
다는 의의를 제기했으나, 참석자들은 그에 대해 듣지
않을 것을 압도적인 다수로 결정하고, 약간의 의사진
행 발언 후 김광태 목사를 반대 없이 총회장으로 추
대하였다. 이성현 목사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한인
총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총회장이 되신 김광태 목사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리 놓는
일을 앞으로 이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총회장을 내려놓으며 저
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도와서 한인총회 임원으
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
렇게 좋은 일꾼들을 함께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
립니다.”라고 이임의 인사를 했다.
총회장 김광태 목사는 “지난 2년 동안 한인총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신 전 총회장 이성현 목사
님과 모든 역대 총회장님들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
고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하
며, “저는 총회장에 추대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저는 눈을
감고 제 자신을 살펴보았습 김광태 신임 총회장과 이성현 이임
니다. 저의 부족함을 누구보 총회장

다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박수를
보내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용기가 솟
아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함께하고 계신 목사님들 때문이었습
니다. 말재주가 없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그 형 아론을 동역자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을 동역
하도록 준비하여 주셨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
고 그 순간 제 마음에 섬광처럼 스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가 받듯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 3:12)와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출
4:12)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기도
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날 저녁 예배 성찬식 모습
‘그렇습니다. 주님! 저
는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론과 같은 좋은
동역자(임원)를 보내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많은 주님의 기적들
로 채워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새 총회장이 된 소감을 전했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교단의 현실은 우리의 가슴을 싸늘하게 합
니다. 교단총회에 제출된 예산을 보면 우리들이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앞으로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갖게 합니다. 그
리고 미국의 우리 교단에서 매일매일 350명 교회가 하나씩 사라져 가
고 있는 현실은 과연 우리가 2050년 후에도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두
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가오는 5월의 교단총회
와 7월 지역총회의 결과들은 한인 교회와 한인 목회자를 포함한 연합
감리교회에 속한 모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장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에서 새 희망을 역사를 시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과 언제나 새로운 세
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인총회에서 <한
인 총회 40년사> 발간을 축하하며 40년의 역사를 통하여 이 귀중한
교훈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
속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저는 임기 동안 헌장의 ‘제3조 목적’에 언급하고 있는 제반 목적
들 중에 특별히 “상호 친선과 화합을 위해 협력하며, 교단 내에서의
회원들의 권익 옹호와 신장을 위해 연대한다”와 “한인교회 부흥과 성
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공동의 노력을 모색한다” 그리고 “기독교대한
감리회, 미주 타 교단내 한인교회 총회, 그리고 세계 한인교회들과 민
족 교회로서의 상호 교류와 협력 사역을 위해 노력한다”는 목적을 이
루기 위한 사업과 교단 총회에 청원서를 내는 일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총회장에 추대되며 가졌던 은혜를 여러분과 나
누고 싶습니다. 총회장에 추대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저는 눈을 감고

제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양쪽 어깨를 짓누르는 막중한 두
려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제
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박수 소리에 저는 눈을 떠 저를 향해 박수를 보내
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용기가 솟아났습
니다. 그 이유는 저와 함께하고 계신 목사님들 때문이었습니다. 말재
주가 없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그 형 아론을 동역자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을 동역하도록 준비하여
주셨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에
섬광처럼 스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2일)과 주일(3
일)에 ‘기쁨의 언덕으로’에서 묵상했던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사명을 받고 주저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
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 3:12)”와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출 4:12)”는 말씀입니다. 이 말
씀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제 가슴에는 기대감으로 인한 설레임이 일
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단숨의 기도를 드리
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론과 같은 좋은 동역자(임원)를 보내 주시고 그리고 더
욱더 많은 주님의 기적들로 채워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저
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 주님께서 일으키실 수많은 기적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일 설레임으로 새날을 맞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한인총회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와 동참과
기대와 셀레임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인총회의 놀라운 여정에 동
행할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인총회에 참석한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제 본격적인 “다리를 놓는” 일이 새로운 임원진과 미래의 한인
총회 지도자들을 통해 가식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인목회
강화협의회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는 이번 한인총회의 참석 소감
을 다음과 같이 전해왔다“이번 총회는 이정표적인 총회라고 생각
합니다. 지난, 40여년의 한인총회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가
는 길은 고립이 아니라 포용과 협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기회였습니다. 교단과의 관계, 세대간의 협력,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연결이 앞으로의 갈 길입니다.”
글쓴이: 이승필 목사,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2016 신임 총회장 인사말씀
친애하는 한인총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사랑하시는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와 목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
길 기원합니다.
먼저, 저를 한인총회 총회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허물과 부족함 많음에도 저를
총회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모든 목사
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님들께 머리 숙
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한인총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신 전 총회장 이성현 목사님과 모든 역대 총회장님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한인총회를 위해 귀한 시간과 은사를 드려 중앙위
원, 임원, 상임위원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리고 한인총회를 기도와 재정으로 섬겨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4월 4~7일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2016년 총회에서
“Bridge Building to the Promised Land, Together”라는 주제로 함
께 모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즉 1세와 2세, 남성과 여성, 한인
목회와 타인종목회, 목회자와 평신도와 한인교회와 교단, 미국에 있
는 한인교회와 그 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연
결하는 다리를 놓는 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영어권 차세대
목회자(Nexus)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며 가슴 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한인총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안에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인총
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공동체가

김광태 목사 드림
22대 한인총회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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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익 목사 | Christ UMC, First UMC Hasbrouck Heights, NJ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
로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고 느껴질 때가 바로 4년마
다 열리는 General Conference(연합감리교회 총
회, 이하 총회)가 다가올 때
입니다. 제가 2008년 총회의
예배와 음악팀(Worship &
Music Team)의 일원이었던
것도 벌써 8년 전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소중
한 기억은 오랫동안 생생하
게 간직되는 것처럼, 저의 기
억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이 지면을 통해 2008
총회의 예배와 음악팀으로서의 경험을 간단히 여러분과 나누
고자 합니다. 이제 오는 5월에 총회가 또 열립니다. 2008년 총
회 때 준비해서 드린 예배의 감동을 떠올리며, 2012년 탬파 총
회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 포틀랜드 총회에 예배가 어떻게 준
비되고 드려지는지 여러분도 저와 함께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짧고 부족한 글을 통해 그 은혜로운 경험과 기억들
을 나눌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세계적인 교단의 최고 입법회의이니만
큼 여러 방
면으로 철
저한 준비
를 하지만,
특히 예배
준비는 많
은 인원과
준비시간
이 필요합
니다. 총회
마다 주제
2008 연합감리교회 총회 예배모습
와 주요 관
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예배 책임자가 선정되면, 그 책임자는 주
제에 따라 디자인 팀을 꾸려 오랜 시간 준비하게 됩니다. 총회
의 중심이 되는 모든 예배와 특송 순서들을 준비하고 실수 없
이 잘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보고 배운 경
험들이 저의 목회에 있어 아직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의 총회는 Texas 주의 Fort Worth에서 열렸었는데,
저는 그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Drew Theological Seminary의
Mark Miller 교수님이 총회의 음악 감독으로 선정이 되면서, 교
수님의 요청으로 총회의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
다. 또한 Fort Worth는 제가 교회음악으로 석사과정을 공부했
던 학교가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현지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같
이 맡게 되었습니다.
총회의 예배와 음악을 총지휘할 리더들은 총회가 열리기 약
일 년 전에, 지원자들 중에 선정되게 됩니다. 2008년 총회의음
악 감독으로 선정된 Mark Miller 교수님은 예배에 드릴 찬송 선

정과 음악 구성은 물론이고, 찬양을 연주하는 음악인들도 섭외했
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준비 중의 하나는 총회 기간 중에 예
배에 특별 순서를 맡게 될 성가대들과 독창자들, 그리고 기악 연
주자들이 보내오는 녹음된 음악을 듣고 선정하는 과정이었습니
다. 다양성이 큰 장점인 우리 교단의 특성을 잘 살려서 다양한 인
종과 지역 그리고 연령층을 고려하였고, 그 결과로 총회 기간 동
안 선정된 일반인 혹은 전문 음악인들을 통해 아름다운 찬양을
전 세계의 연합 감리교인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Multi-Media를 많이 활용하는 현대 예배의 흐름이 그 총회에
도 큰 영향을 미쳐서, 예배의 모든 내용과 가사가 영상으로 방영
되었고, 그 영상들을 준비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기
억됩니다. 성찬 예배를 포함하여 평균 3회 이상의 예배가 매일 드
려졌고, 점심시간에는 특별 초청 음악회 등도 열려서, 그것을 준
비하고 진행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각 연회에서 선정되
어 모인 약 15명의 예배와 음악 팀 멤버들은 성실히 최선을 다해
임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멤버들은 주로 예술 계통의 배경이 있
는 목회자들이었는데, 음악뿐 아니라 연기와 미술의 전문가들도
있어서, 영성과 감성이 조화된 풍성한 예배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입는 가운과 스톨을 비롯한 수많은
소품들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일도 무척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회의장 무대 뒤쪽에 위치한 예배와 음악팀의 본부는 상당히 넓은
공간을 그러한 준비관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즉흥적인
소품 제작까지 하는 작업 공간도 있었습니다.
‘A Future with Hope’이라는 2008년 총회의 주제를 반영하

연합감리교회와
2016 총회를 위한
60일 기도문

3월 31일부터 시작되어
총회를 마치는 날까지 계속되는
다락방(The Upper Room) 주관의
연합감리교회를 위한 기도 공동체에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연합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
하루 하루 엮어낸 이 기도문은
한국어,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8 연합감리교회 총회

는 예배의 내용과 순서 등을 담당자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
하고 진행시켰습니다. 아울러 매일 회의와 모임을 통해, 총회 현
장의 분위기나 흐름을 그때그때 반영하는 유연성도 인상적이었
습니다. 총회를 위한 이 모든 예배와 음악의 준비를 위해 준비 위
원들은 총회 시작 일주일 전에 Fort Worth에 도착하여 준비를 시
작했고, 저 역시 거의 한 달 가까이 그곳에 머물어야 했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며, 당시에 사용했던 ID를 기념으로 보관해 왔
던 생각이 나서 찾아 꺼내 보았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은혜가 다
시 생각났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담들을 허무시
는 평화의 주님께서, 올해 열리는 총회를 통해, 또한 그곳에서 드
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연합감리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Soli Deo Gloria!

자세한 정보와 기도문은
http://www.koreanumc.org/news/60days-of-prayer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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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세계선교부 이사회

서울 지역사무실 신설 승인
총회세계선교부는 연합감리교회의 선교활동을 돕기 위한 지
역사무실을 서울에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7일과 18일에 열
렸던 연합감리교회 총회세계선교부 이사회에서 기존후보지로 거
론되었던 싱가포르와 홍콩을 제치고, 서울에 총회세계선교부와
다락방(The Upper Room)이 함께 사용할 아시아 지역사무실을
신설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아시아 지역사무실은 늦어도
2017년 4월까지 개설될 예정이다.
뉴욕 소재 총회세계선교부 직원과 프로그램 재배치 계획의 일
환인 이 안건에 대한 승인은, 유사한 사례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라틴아메리카 공동사무실이 정식업무를 시작하기 2
주 전에 결정된 것이다. 아프리카에 개설될 세 번째 지역사무실은
곧 정해질 예정이다.
이 아시아 지역사무실 개설 목적은 두 연합감리교회 기관들
이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 지
역에 접근성을 높이고, 중국,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
남과 일본 등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
기 위함이다.
마닐라에 사무실 개설에 대한 의견이 가끔 거론 되기는 했으나,
제안안에 따르면, “필리핀 내의 연합감리교회의 관계증진을 위해
필리핀에 사무실이 개설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나, 홍콩, 싱가포
르, 한국의 국제공항들이 필리핀보다 훨씬 더 나은 시설기반을 가
지고 있다”라고 조사팀이 보고하였다고 적었다.
총회세계선교부의 이사인 위스콘신 연회 정희수 감독은 이
결정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모녀관계라고 할 수 있는 연합감
리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파트너십이 이제는 “사역을 위한
동등한 동반자의 파트너십”으로 발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정
희수 감독은 또한 남북관계의 회복과 평화에 관해 “우리의 한
국 사무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
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
총회세계선교부의 총무 특별보좌관인 Glenn Kellum은 이사
들에게 2015년 10월에서 2016년 1월까지 진행되었던 이 세 도시
에 대한 조사과정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광범위한 지역의 용이한
접근성과, 총회세계선교부와 다락방 두 기관의 주요 프로그램들
의 효율적 비용이 조사의 주안점이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한 총
회세계선교부와 다락방이 앞으로 중국에서의 좀 더 발전된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세 후
보지에 관한 분별과정에서 우리는 그 지역 감리교회와 다른 잠재
적 파트너들, 그리고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전경 by Eugene Lim, Wikimedia Commons

라고 이 보고서의 작성자인 Kellum은 말했다.
총회세계선교부는 이 세 도시의 감리교회와 다른 초교파 교
단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사팀은 서울에서
“다른 곳보다 현저하게 두드러진 관계에 대한 헌신을 볼 수 있었
다”고 그는 말했다. 한국의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다른 파트너들
은 “잘 짜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싱가포르 또는 홍콩은 그
러한 관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Kellum은 말했다.
그는 또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비용절감 방안을 이어 제안했다
고 말했다. “조사팀이 미국으로 돌아온 후 이틀 만에 기독교대한
감리회는 시내에 위치한 2,700제곱피트 규모의 사무실을 전기나
수도 같은 기본비용만 내고 사용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
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에는 총회세계선교부 산하 약 1700만 불 상당의 두 개의
재단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재단
수익금으로 운영비용과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서에 쓰여있다.

큰 계획의 한 부분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등에 지역사무실을
두는 것은 총회세계선교부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뉴욕의 Interchurch 센터를 떠나기로 한 2014년 10월 이사회에서 결정에서 비
롯된 것이다.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 이번 회의
가 뉴욕본부 건물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이사회임을 중간중간 언
급했다. 총회세계선교부의 새 사무실이 될 조지 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Grace 연합감리교회 건물은 현재 개축작업이 진행되고 있
다. 지난 1월 개축 시공행사가 있었다.

총회세계선교부 총무인 Thomas Kemper와 이사회 회계인
Roland Fernandes는 현재 직원현황과 새 본부의 진행사항을 이
사회에 보고했다. Kemper 총무는 애틀랜타로 이주 후에 71명의
직원이 계속 일하게 되고, 뉴욕의 적은 수의 직원을 포함하여 12
명 직원이 애틀랜타 이외의 지역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
다. 애틀랜타로의 이주를 초청받은 직원 중 37명은 애틀랜타로 옮
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23명의 직원은 애틀랜타
로의 이주에 초청을 받지 않았고, 이전에 세워진 애틀랜타 현지직
원 고용 계획에 따라 39명의 뉴욕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기관을 떠
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4명이 앞으로 근무하게 될 애틀랜
타의 새로운 본부 사무실 북쪽건물 3층에는 현재 1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20명은 그들의 신청으로 5월 말이나 6월에 애틀랜타
본부로 옮길 것이고, 나머지 인원은 개축공사가 마무리되는 8월
이나 9월에 옮길 것이라고 Fernandes는 말했다. 1,500만 불의 이
전 예상비용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선교의 기대
Kemper 총무는 1819년 4월 5일에 몇 명의 젊은 남자 평신도들
로 시작된 감리교 선교회(Methodist Missionary Society)와 며칠
후 이들과 합류한 여선교회(당시 Women’s Auxiliary Society)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단의 지난 200여 년의 선교사역이 뉴욕본부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했다.
그로부터 100년 후인 1919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세계감리교대회는 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엄청난” 위업을
이루었다. Kemper는 총회세계선교부가 그런 행사를 다시 개최
할 예정은 없지만, 20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기념 축제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가 기관의 창립 정신을 돌아보고, 21
세기의 선교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이
사회에게 말했다.
총회세계선교부와 연합감리교회 역사보존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드류대학교에서의 모임을 가졌다. “우리는 선교역사 속의 모
든 사역이 강조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세계의 모든 교회와 연회가
자신들의 선교역사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입니
다.”라고 Kemper 총무는 말했다.
잠정적 계획에 따르면, 2019년까지 선교역사를 좀 더 학술적인
면으로 다루기 위한 리소스 개발과 연구회의 개최, 온라인과 클라
우드 방법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2020 연합감리교회총
회를 “선교대회”로 치르는 것을 요청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글쓴이: Linda Bloom,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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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회에서 다시 논의될 파송보장제도
교단기관들의 구조 조정안과 마찬가지로, 연합감리교
장조치 과정은 어떤 때에 더 잘 적용되고, 우리 기독교적
회 정회원 목회자의 파송보장제도 폐지는 2012년 총회에
가치관과 일치합니다.”
서 통과된 후, 그 판결을 유일하게 뒤집을 수 있는 사법위
사우스 캐롤라이나 연회의 목회자 협력 코디네이터이
원회에서 위헌 판결이 나며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가졌
며 동시에 2016년 총회 대의원인 Ken Nelson 목사는 무
던 이슈였다.
능력한 목회자를 그저 “이곳저곳 돌려” 파송하는 것은 개
교단기관 구조 조정안과 같이 이 안건은 오리건주 포틀
체교회를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고 말했다.
랜드에서 열리는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2016년 총회에
그러나 그는 빠르게 변하는 교회 환경에 목회자들의
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회가 목회자와 함께 노력할 의
이번에 파송보장제도 폐지를 청원한 그룹은 연회평신
무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종종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도 총연합회이다.
믿는다.
“이것은 책임감에 관한 문제이고, 파송을 하며 감독
어떠한 그룹도 불공평하게 취급당하는 일이 없도록 확
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독들에
실히 감시하는 제도가 만약 보장된다면, 파송제도의 폐지
게 힘을 실어주는 사안입니다”라고 알래스카연회 평신도
에 동의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저는 파송보장이 여
이며 평신도연합회의 입법위원회 의장인 Lonnie Brooks
성과 소수인종에게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씨는 말했다.
이었다고 믿고 파송보장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나 이를 위한 전략은 먼저 큰 장애물인 교단의 헌 2012 총회에서 정회원 파송보장 제도 유지를 요청하고 있는 Dawn Taylor-Storm 목사
말했다. 앞서 진전이 있었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
법 개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이에 반대하는 많
다고 Nelson은 덧붙였다.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사법위원회는 2012년 10월 26일에
은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모든 목회자들의 파송보장은 특히 소외 받은 목회자들에게 파송보장 폐지의 위헌을 선언함으로 이러한 모든 논란을 종식
쉽지 않을 것 같은 전망
더욱 그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파송보장제도에 대해 사법위원회 시켰다.
사역연구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파송보장제도에 관한 청원
사법위원회는 교단의 헌법이 파송 받을 권리에 대해 직접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에서 위헌을 주장했던 변호사이며 뉴욕연회 평신도 대의원 Fred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 권리는 “일반적인 감독구의 순회”와 목회
erick Brewington 씨는 언급했다.
위원회 의장인 Greater Northwest 주재감독 Grant Hagiya
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구속력을 가진 규정 III 감독은 총회 사전브리핑(pre-General Conference Briefing)에
와 IV에 의한다고 정의했다.
검토로 이어진 투표결과
서 이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그는 총감독회 법조인으로부터 사
연합감리교회 내의 정회원 목회자는 순회 된다. 이는 그들이 법위원회 판결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조언을 받았다고 적었다.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2012년 총회는 미국 내 회중의 감
감독이 파송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다.
소로 인한 교단 개선 필요성이 주로 논의되었다.
Hagiya 감독은 “우리는 평신도 대표들이 이 안건을 상정할 것
사법위원회는 또한 헌법에서 나온 교회법에 1956년부터 파송 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
사역연구 소위원회는 security of appointment로 알려진 파
송보장제도(guaranteed appointment)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에 관한 권리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고, 이는 감리교의 “역사적 다.”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회원 목회자의 자리 보장은 “선 인” 원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최소
Brooks
의장은
사법위원회가
파송보장을
순회와
재판의
권
교의 중심적 필요에 응답하기 위한” 교회의 기능을 제한하고, 목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그런 후에 모든 연회에서
회자 과잉 공급으로 인한 몇몇 연회의 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한 리 등과 연결 짓는 것은 “그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투표자 중 최소 3분의 2 이상이 그 개정을 지지해야만 한다.
그와 지지자들은 18세기부터 시작된 감리교를 고려할 때, 1956
다고 말했다.
어떤 위원들은 파송보장 제도가 무능한 목회자들을 보호하고 년의 교회법에 처음 나온 내용을 역사적인 원칙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있다며 더욱 노골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맞서기 위해서는 오직 헌법 개정을 하는 방
탬파에서 사역과고등교육위원회는 파송과정의 더 나은 관리
를 위해 소위원회의 안을 수정했다. 그러나 파송제도 폐지를 위 법을 찾는 것이었다.
한 마지막 투표는 많은 사람들을 놀랄 정도로 일방적으로 통과
책임감 대 공정성?
되어 전원합의 동의안건 속에 포함될 수 있었다.
평신도총연합회의 청원안은 감독이 목회자 파송에 “권한을
이것의 재고를 위한 총회 전체회의에서의 노력이 실패로 끝났
고, 위원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가지나 의무는 아니며,” 구속력을 가진 규정 IV에서 재판받을 권
리가 파송보장과 같지 않다라고 직접적으로 헌법의 문구를 고치
청원안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총회는 이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심사하기 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총연합회는 자리의 보장(job tenure)이 학계에서는 통할지 모
위해 교단의 대법원인 사법위원회에 심사 요청할 것을 또한 동
르나, 미국 내 감소에 직면한 교단이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
의했다.
긴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라고 북부 앨라배마 연회 평신도
단호한 판결
대표인 Steve Lyles 씨는 말했다. “여기에는 어떤 책임감이 있어
사법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문제가 생겼다.
총회 총무인 L. Fitzgerald “Gere” Reist II 목사는 2012년 6 야 합니다.”
그러나 Brewington 씨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파송보장제도
월에 총감독회에 파송보장 제도는 사실 폐지되지 않은 것이라
2012년 탬파 총회 회의 모습
를 감독들의 일관적이지 않거나 불공정한 조치로부터, 특히 여교
고 말했다.
그는 대의원들이 아무 하자가 없는 정회원의 파송을 요구하 역자들과 소수인종들을 포함한 모든 정회원 목회자들을 보호한
Brooks 의장은 평신도연합회의 청원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그
는 문구인 장 다는 차원에서 이를 공정성의 문제로 본다. (Brewington의 배우 것은 사법위원회가 지적한 헌법의 장벽들만을 없애는 것이라고
정의 337절을 자는 정회원 목회자이다.)
지적했다. 파송보장제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법안들
교단
내
비공식
보수단체인
Good
News의
부회장이며
총책
고치면서, 비
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슷한 내용의 임자인 Thomas Lambrecht 목사는 파송보장 폐지는 감독들에
“만약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면 꼭 그렇게 되리라 생
334절 문구 게 너무나 많은 권력을 줄 것이며, 젊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것 각하며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브리핑에서 말했다.
는 그대로 두 에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Brooks 의장은 탬파 총회 이후 파송보장제도 폐지안을 지
“장정에는 이미 ‘안정보장조치를 위한 정당한 법 절차’(the 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믿고 있지만, 총회에서 압도적인
었다고 지적
safeguards of ‘due process’)처럼 효율적이지 못한 목회자를 다 다수결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저는 절
했다.
여러 사람 루는 과정이 이미 있습니다”라고 Lambrecht는 이메일에 적었다. 반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들이 이러한 “저는 ‘너무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을 어떤 절차들
박정찬 감독과 L. Fitzgerald “Gere” Reist II 목사
Reist 목사의 에 대해 숙고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당하고 공평한 안전보 글쓴이: Sam Hodges,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 UMNS

8

RESOURCES

April 2016

한인총회 40년:
회고와 전망

2016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
몽골 기독여성훈련

“지나온 한인총회의 40년은 광야를 지나
는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곳 이민의
땅은 척박한 광야와 같았고, 이민의 삶은 나그네
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인총회
(구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하심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4월 21~23일, 울란바토우, 몽골
중앙 아시아 기독여성훈련
4월 28~30일, 우소도베, 카자흐스탄
연합감리교회총회 (General Conference)
5월 10~20일, Portland, OR

이제 40년의 이민생활을 되돌아보며 기념비를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한인총회 40년: 회고와

뉴욕/뉴저지 평신도지도자대회

전망》이 바로 우리의 길갈의 기념비라고 생각

6월 24~25일, Honor’s Haven, NY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 한인 총회
와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결단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

중북부 목회자 수련회

다 《한인총회 40년: 회고와 전망》을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방대한 이 프로젝트

7월 11~14일, 시카고, IL

를 맡아 주신 출판위원장 한상신 목사님과 출판위원들, 그리고 자료, 재정과 기도로 협조와 후원해 주신 한인연
합감리교회 목회자와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남부 목회자 가족수양회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총회장 이성현 목사

7월 12~15일, Corpus Christi, TX

“이제

동북부 목회자 가족 여름 수련회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시작된 지 만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역사를 맞이한 한인

총회는 여러 면에서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예수의 광야 시험 40일, 모세
의 시내 산 금식 40일, 이스라엘의 광야생활 40년,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까지의 마지막 40일 등에서 알 수 있
듯이 종종 ‘고난과 갱신’의 기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인총회 4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우리의 한인총
회 40년사의 출판을 계기로 지나간 40년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40년을 내다보며 한

7월 18~20, 워싱턴감리교회, MD
St. Paul 한국어 강좌
8월 1~5일, Leawood, KS

인총회와 더불어 한인연합감리교회들, 그리고 한인 교역자들의 미래 사역의 방향을 가늠해 보았으면 합니다.”

글로벌감리교여교역자 모임

《한인총회 40년: 회고와 전망》 출판위원장 한상신 목사

열린교회
담임목사

권혁인

• 주일예배 오전 11시
• 차세대예배 오전 11시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 금요모임 오후 7시
• 새벽예배 토요일 오전 6시
303 Hudson Street, Oakland, CA 94618
510-652-4155  •  www.bkumc.org

웨체스터중앙교회
담임목사

김철식

(Global UM Clergywomen Gathering)

디트로이트 중앙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정건수

•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1시
•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9월 12~14일,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MI

• 금요 찬양예배 오후 9시
•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시 30분
500 W. Gardenia Avenue, Madison Heights, MI 48071
248-545-5554  •  www.yesu.org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서준석

• 기쁨의 예배 (주일) 오전 9시 30분

• 주일예배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 깨끗한 예배 (주일) 오전 11시 30분

• 수요성서아카데미 매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 수요 성경공부 오후 8시

•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시

• 새벽기도회 (수~토) 오전 6시
250 Bryant Ave. White Plains, NY 10605
914-948-8835  •  www.joong-ang.net

8월 29~31일, 휴스턴, TX

2504 E. Woodlyn Way Greensboro, NC 27407
336-852-8535  •  www.gkumc.net

한인여선교회 UN 세미나
9월 29~31일
Church Center for United Nations, New York City
한인여선교회 서부지역 지도자훈련
10월 28~29일, CA
북가주 평신도지도자대회
11월 12일, San Jose,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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