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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선교 총무
선임 발표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체와 섬기는 주의 사역자들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부활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 사역지에서 전

심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연합감리교회 총회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이하 

한목협, Korean Ministry Plan) 회장으로서 여러분께 선

교총무 선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총회 세계

선교부는 한목협과 선교총무 자문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류계환 목사를 신임 선교총무로 선임하였습니다. 

류계환 목사는 2017년 7월  1일자

로 세계선교부 국내선교사로서 연

합감리교회 교단과 우리 한인 공

동체를 섬기는 선교총무 사역을 시

작할 예정입니다. 선교총무는 연합

감리교회 한인공동체와 한인교회, 

다양한 연대기관 사역과 프로그

램, 교회개척, 선교교회를 돕기 위

해 파송되며, 이 사역은 미국 전역

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번에

는 연합감리교회 교단과 한인공동체 사역의 균형과 새로

운 도약을 위해 서부지역으로 선교총무를 파송하게 되었

습니다.  

류계환 목사는 다코타연회에서 미국인회중교회 목회 10

년(농촌, 도시, 대형교회 Rural, Urban, larger congrega-

tion), 한인이민교회 목회 10년(부교역자, 개척, 담임목회)의 

다양한 개체교회 사역과 교회성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

다. 또한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와 교단총회, 연회와 지역총

회, 한인공동체의 여러 연대기관을 신실하게 섬겨왔습니다. 

지금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명을 더

욱 효과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교단 내부의 갈등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체하

거나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때에 

한인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연합감리교회 전체에 사

역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류계환 목사는 이 시기에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느헤미

야 운동과 한목협, 그리고 여러 연대기관이 서로 협력하도

록 돕는 한인 선교총무 사역을 시작합니다. 한인공동체가 

류계환 목사의 선교총무 사역에 전적으로 협력하며 지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류계환 목사

가 섬겨온 교회와 새로운 사역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함

께 기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연합감리교회 한인공

동체와 구성원들이 흩어지거나 나뉘어 지지 않고, 한마음

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서 4:11, 개

역개정)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며,

한인목회강화협의회 

회장 정희수 감독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는 지금까지 ‘함께 하는 선교’를 

모토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단기선교를 계획 중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번 선교대회를 개 교회 단기선교의 일환

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일정: 2017년 7월 24일(월)~28일(금), 4박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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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 VBS, 전도, 의료, 건물 보수 등

 회비: $400 (숙소 및 식사포함)

 인원: 선착순 120명 (개체교회 목회자 및 평신도)

 문의: 홍성국 목사
   334-221-9392
  sungkukhong@hotmail.com

 참가신청서와 등록비 보내실 곳:
1518 Westbury Park Ct.
Montgomery, AL 36117
Payable & Mail to: ‘Global Mission Network’
 자세한 안내문 및 등록신청서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웹을 

참조하세요.

한인선교총무로 선임된 
류계환 목사



“우리는 아시아에 지역사무실을 개설한 세

계선교부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표하며 이

를 큰 기쁨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라고 Asia 

Methodist Council 회장 Lam Sung Che 목사

는 말했다.

Kemper 총무는 오늘날의 선교는 더 이상 북

쪽에서 남쪽으로, 또는 유럽과 미국에서 다른 

세계의 지역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

했다. “선교는 이제 세계 각지에서 

세계 각지로 가는 것입니다.”

이번 사무실 개설은 이러한 강

조점을 반영하고 있고, 세계선교

부의 사무실을 뉴욕에서 애틀랜

타로의 이전과 지난 2016년 4월

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

스에서 있었던 다락방과 파트너 

관계의 지역사무실 봉헌에 이은 

계획의 일환이다. Kemper 총무

는 또한 불어사용 아프리카 지역

을 위한 세계선교부 지역사무실

을 2018 또는 2019년에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더불어 살며 여러분들의 

선교활동을 통해 배우기 위해 좀 더 가까워지기

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세계를 더 잘 이

해하기 위해 여러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라

고 Kemper 총무는 말했다.

이 사무실은 아시아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전

제하며, “그리고 한국에 이 사무실을 두는 것은 

우리가 이 지역의 긴장감에 대해 또한 잘 인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

다”라고 말했다.

서울 사무실은 1880년대 처음 감리교 선교

사들이 학교와 보건사역들을 시작했고 감리교

단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아놓은 곳에서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오늘날의 

한국감리교회는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인

해 번창할 수 있었다고 기독교대한감

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말했다.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여러분

들을 환영하며 앞으로 여러분과 파트

너로서 일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

다”라고 그는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사무실 개조 

비용을 낸 세계선교부에 사무실을 무

상으로 제공하였다.

사무실은 이미 약 두 달 전부터 운

영되고 있다고 세계선교부의 아시아 

UMC News

총회세계선교부 아시아 지역사무실 봉헌

아시아 지역 교회지도자들은 연

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의 아시아 

지역사무실의 파트너십 의미를 환

영하며 3월 23일에 열린 지역사무

실 봉헌 예배에 참석했다. 

“여러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냈고, 이제 이 아시아

에 있습니다,”라고 싱가포르 감리교 

Chong Chin Chung 감독은 봉헌 예

배에서 세계선교부 직원들에게 축

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세계선교부의 

이사회 회장 정희수 감독은 한국 서

울에 신설된 이 지역사무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 사무실 개설을 축하하며, 우리는 

우리의 ‘세계 선교부’가 단지 그 명칭을 넘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필요와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에 가서 함께하며 일하는 우리의 실천하는 증

거가 되었습니다”라고 위스콘신연회 또한 섬기

고 있는 정희수 감독은 말했다.

정 감독은 이것이 연합감리교회만의 “아시

아를 향한” 사역이 아니며, 아시아 기독교인들

과 연합감리교회와의 사역 파트너십이라고 덧

붙였다.

세계선교부 Thomas Kemper 총무는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미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

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선교도 하나입

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

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사무실은 광림감리교회에서 진행된 다문

화적 예배와 애찬 등의 순서로 봉헌되었다. 초

교파 리더들과 감리교 지도자들, 신학교 대표들

과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사역부, 제자

사역부의 다락방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대

표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The World 

Federation of Chinese Methodists, 중국의 

Amity Foundation, 그리고 Asia Methodist 

Council의 대표들도 참석했다.

사무실 책임자인 Paul Kong 목사는 말했다. 세

계선교부는 이 사무실에 7명의 스텝이 일하고, 

애틀랜타, 뉴욕 그리고 중국 난징에서 근무하는 

3명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10명의 스텝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Paul Kong 목사는 서울에 지역사

무실을 두기로 결정하게 된 몇 가지 

사유들로 선교 사역에 광범위하게 참

여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교회와

의 파트너십과 배움의 기회들이 있고, 

비정부 기관과 협력 가능한 동반자들

이 있으며, 그리고 기독교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의 근접성 등을 들었다. 

이 사무실은 또한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가 한눈에 보이는 한국의 정치적 경제

적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사무실이 아시아에 위치함은 “우리가 멀리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으며, 여러분과 

여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내

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환영 받는 면입니다”라

고 그는 말했다.

이 사무실은 아시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선교

를 받기만 하는 곳만이 아니며, 보내고 나누어 

주는 곳임을 나타낸다고 세계선교부의 Young 

Adult Mission Service를 위한 선교지원 스텝

인 Joy Eva Bohol 씨는 말했다.

필리핀 출신인 Bohol 씨는 아시아인들이 그

들이 선교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이 지역의 많

은 사람들이 선교사역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

다. 

필리핀은 교단의 공식 지역구조인 해외지역

총회가 있는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이다. 필리핀

의 연합감리교회 감독인 Manila 지역 Ciriaco 

Francisco 감독과 Davao 지역 Rodolfo Juan 감

독의 봉헌예배 참석으로 이 새로운 사무실은 확

실한 지지를 받았다.

Juan 감독은 태풍 Haiyan 때와 같은 세계선

교부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 봉헌을 기

쁨의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저는 세계선교

부가 지역사무실을 통해 이 지역의 사람들

과 상호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

니다”라고 말했다.  

행사가 끝난 후 Kemper 총무는 연합감

리교회가 확장을 위해 아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트너들이 아는 것은 중요

하다고 말했다.

교단 최고 입법 기관인 총회는 작년, 동

남아시아와 몽고의 준 해외지역총회 구성

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받아들였다. 

Kemper 총무는 그에 대한 목적이 교단의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

에 의해 선교사역에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라

고 말했다.

이는 연합감리교회가 몇몇 나라에서 세워지

는 반면, 연합감리교인들과 싱가포르, 한국과  

중국의 감리교인들이 성장을 도와온 캄보디아

와 같은 일부 국가들에 자치적인 감리교회가 세

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기도 하다.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Kem-

per 총무는 말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선교이지 연합감리교회의 선교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Kemper 총무는 교회가 선교를 세계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문화와 언어, 피부색 그리고 세

계 부분의 다름 속에 표현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학적 이견들로 인한 우리 교단의 분열

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매우 다양하고, 전세계

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얼마나 손상시키

고 있는지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하시는 증표

로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우리 감리교인들

이 모두가 함께 화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 글쓴이: Tim Tanton |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Global Voices, News and Information

총회세계선교부 아시아 지역사무실 봉헌예배 후 참석자 단체사진

지역사무실 개설 애찬 순서 중 리본을 자르는 스텝들 모습

봉헌예배 축하 공연 모습

연합감리교회와 초교파 파트너 대표들의 봉헌예배 참가 모습

아시아 지역사무실 입구 모습

봉헌예배에서 설교하는 세계선교부 이사회 회장 정희수 감독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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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C News

Dear Sister and Brothers in CRCC ministry,

What a joy and blessing it is that we belong to-
gether as a community in faith and ministry!!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our community 
gathered for learning, networking and fellow-
ship outside of 한인총회 gathering.  We are 
experiencing the need and the yearning to 
be together as the CRCC clergy community 
to network, support and encourage one an-
other in our journey.  The executive team in 
conversation with leaders of National Asso-
ciation of Korean American UM Clergywomen 
has decided to hold the convocation for our 
respective association every two years.  The 
KA Clergywomen will hold their convocation 
in the even number years and the KA CRCC 
clergy will meet on the odd number years.  
Thus 2017 is the year for CRCC convocation.

2017 Convocation is especially meaningful, 
as we will be celebrating 20th anniversary of 
our association, NAKAUMPSCRA.  The dates 

are August 7~10, 2017 and will be held in 
Chicago, Illinois as our association began at a 
gathering in Chicago 20 years ago.  We will be 
at the Crowne Plaza in Chicago-Northbrook, 
Illinois.  All the information is provided in the 
registration form and schedule provided with 
this letter. 

Few things I would like to highlight to make 
the most of your registration process.
1.  Please be mindful that the registration due 

date is May 31, 2017. There will be late 
registration fee added if you register after 
May 31, 2017.  We will not be accepting 
any registrations beyond June 30th.

2.  As you make your travel arrangements, 
please note that the airport pick-up will 
be provided at O’Hare Airport for those ar-
riving between 9am -3pm.  Those who are 
arriving outside of this time frame and/or 
using the Midway airport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transportation to the hotel.  
The hotel has arranged a taxi service with 
the “American Taxi” for a $29 flat rate 

한인타인종목회자 총회(NAKAUMPSCRA)
등록 및 안내

타인종목회자협의회
“CRCCmadang(마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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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r-
gy through holistic learning to become trans-
formative global leaders. CRCCmadang will be 
a gathering place of learning, sharing, renew-

from O’Hare airport to hotel.  (More infor-
mation will be provided at a later date.) 

3.  As this event is open to the family of the 
CRCC clergy, we have great children’s 
program planned at no extra cost. Chil-
dren (4yrs to 6th grade) will learn and 
experience God in fun and interactive 
way during the convocation.  Youth will 
be participating as leaders/helpers in this 
program.  Please indicate on the registra-
tion form the age/grade/gender of your 
children and if your youth would like to 
serve as leader/helper.

4.  In order to make the registration process 
go smoothly, each person/family will 
make their own reservations for the ho-
tel by calling the hotel at (847)298-2525.   
Those who want individual room without 
a roommate needs to pay $400 at the 
time of registration.  Those who want 
roommates need to find a roommate and 

give the roommate name to the hotel at 
the time of making reservations.  You do 
not need to pay for the room when mak-
ing the reservation.  

5.  On Tuesday evening, August 8th, there will 
be CRCC Talent Show.  If you or your fam-
ily is interested in participating, submit the 
Talent show request form with your regis-
tration.

On behalf of the executive team, I invite you 
to join us for this historic occasion of our as-
sociation and be nurtured, connected and 
encouraged for the CRCC ministry!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in August!

Shalom,

Grace Pak
Chair NAKAUMPSCRA

ing, playing and growing together. We seek to 
live into this vision through the following.
• Create a healthy and balanced learning en-

vironment for body, mind and spirit.
• Strengthen cultural competency and sensi-

tivity in a global context.
• Offer practical CRCC ministerial tools to de-

velop relevant and effective leaders.
• Cultivate a new theological paradigm for 

CRCC ministries. 

We have launched pilot CRCCmadang in Oc-
tober 2016 with 9 participants. We began 
with series of 8 online classes every Tue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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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

viding the technology and assistance with the 
WebEx platform making the online classes 
possible.

CRCCmadang will culminate with a weeklong 
intensive spiritual formation, learning, and re-
f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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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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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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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소식

tion”의 공동 작성자이기도 하다. 성명서는 

28명의 백인 감리교 목회자들이 서명하였고, 

“상당한 논란”을 가져왔다고 명예 부총장인 

J.W.Z. Kurewa 교수는 말했다.

Waits 교수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에

모리대학 Candler 신학대학원 학장으로 역임

했고, 1991년에 신학교협의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2012년에 아프리카대학교 이사로 선출

되었으며, 현재 그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

고 있다. 

“우리는 아프리카대학교를 세웠고, 이는 

오직 우리의 개인의 헌신에 국한됩니다. 이 

대학교는 우리 생존의 도구입니다”라고 그

는 말했다.

Kurewa씨는 하나님께서 지난 25년간 이 

대학을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 이끄셨다고 언

급하며 축사를 시작했다.

“이것이 아프리카이며, 바로 하나님의 때

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1984년, 연합감리교회 흑인 감독인 앙골

라 지역 Emilio J. M. de Carvalho 감독과 라

이베리아 지역 Arthur F. Kulah 감독은 연합

감리교회 고등교육사역부에 있는 동료들에

게 아프리카에 대학교 설립을 위한 후원을 촉

구했다. 

고 등 교 육 사 역 부 는 

1988년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에서 범아프리카대

학교를 위한 계획을 청원

했고, 투표로 대학교 설립

을 하기로 했다. 대학교는 

짐바브웨 정부로부터 정

식 허가를 받았고, 1992

년에 수업이 시작되었다. 

14명의 학생들이 초

기에 “우거진 풀과 잡초

가 무성한” 학교를 다녔

다고 초창기 교수 중 한 

명이었던 짐바브웨의 Eben K. Nhiwatiwa 감

독은 말했다. 

현재, 이 대학교는 32개 아프리카 국가 출

신의 7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

로 성장했다. 

아프리카대학교는 짐바브웨의 대학교 중 

두 번째로 유명한 학교가 되었다고 부총장 

Munashe Furusa 교수는 참석자들에 전했다.

“이 대학교는 짐바브웨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욱 발전합시다. 우리는 

두 번째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최

고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니칼랜드 주 

Mandiitawepi Chimene 지방장관은 말했다. 

Chimene 장관은 환영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

한 여러 정부인사 중 하나였다.

Lisa Tichenor씨와 그녀의 가족은 댈러스

에 있는 그들의 교회 Highland Park 연합감

리교회에서 보낸 이백만 불의 후원금을 전달

했다. 대학교 이사회 소속인 Tichenor 씨는 

대학교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관여해왔다. 그

녀는 총회 대의원들이 아프리카대학교를 승

인했던 당시의 총회를 기억했다.

Highland Park 연합감리교회는 100주년

아프리카대학교 설립 25주년 축하

을 맞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이 이백만 불이 앞으로 백 년을 넘

어서는 투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High-

land Park 연합감리교회의 꿈이 아프리카대

학교의 꿈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대학교 학교발전 협력 부총장인 

James Salley 씨는 미국 내 많은 교회들과 기

관들 그리고 교인들이 짐바브웨에서 거행되

는 축하 기념식과 같은 날 아프리카대학교 25

주년을 축하하고 말했다. 목표는 개교 25주년 

기념해 25년간 1인당 1불의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일리노이 그레이트리버 연회에서 은퇴한 

Jonathan Keaton 은퇴 감독은 아프리카대학

교에 지불되는 백만 불짜리 커다란 수표를 만

들어 가지고 왔다. 짐바브웨 지역 벽돌 제조회

사는 학생 기숙사 건축에 일만 개의 벽돌 후원

을 약속했다. 

캘리포니아―네바다 지역 Minerva Car-

caño 감독은 아프리카대학교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연회 때에 헌금을 모을 예정

이다.

대학교 총장인 David Yemba 감독은 축도 

시간에 지난 25년간 대학교를 도와주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Yemba 감독은 신학

교의 첫 교수진 중 하나였으며, 해외지역총회 

감독으로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여기

까지 저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글쓴이: Kathy L. Gilbert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은 Tsitsi Masiyiwa 씨와 James Waits 목사(우측)의 모습

25주년 기념을 찬양하는 아프리카대학교 성가대 모습

아프리카대학교 25주년 기념 축하 모습

며 이 축하 행사의 기조 연설자이자 내빈으

로 참석한 Tsitsi Masiyima 씨는 대학교로부

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두 명 중 한 명이었

다. 그녀는 또한 “후원금을 내겠습니다”라며 

약속했다.

HigherLife Foundation은 극빈자 아이들

의 교육을 지원하는 비영리재단이다. 1996

년 이래 이 단체는 25만 명의 고아들을 도와

왔다.

그 고아들 중 몇몇은 아프리카대학에 재학 

중에 있거나 졸업을 했다.

Masiyima와 그녀의 남편 Strive 씨는 아

프리카대학에 재학 중인 

10명의 아프리카 학생

들에게 매년 전액 장학

금을 지난 15년간 아무

도 모르게 지급해 왔다. 

그들의 목표는 2020년

까지 이백만 명의 아이

들을 젊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여섯 명의 자녀를 둔 

그녀는 부부가 어려웠던 

1990년대가 그녀의 믿

음을 시험받은 때였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 

오늘날 짐바브웨의 가

장 부유한 사람인 Strive Masiyiwa씨는 1993

년 독립 모빌통신 네트워크를 설립을 위한 등

록을 짐바브웨 정부에 신청했다.

정부는 그의 등록신청을 불허했고, 그는 모

빌통신 사업의 정부 독점권에 이의를 제기하

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은 5년 동안 계속

되었고, 결국 국가의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되

었다. Masiyiwa씨는 마침내 승소를 하였고, 

통신회사 Econet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

미 그리고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설립해 운

영 투자했다. 

“저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 중심에 계셨습니다” Tsitsi씨는 말했다. “

저는 절대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한 적

이 결단코 없습니다.”

Swanson 감독은 Tsitsi씨에게 미시시피 

연회에 언제든지 올 수 있을 때 와서 연설해

줄 것을 또한 요청했다. “연회 사람들은 당신

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James L. Waits 

목사도 “아프리카대

학교와 인류에 기여

한 공로”로 종교와 

변화의 리더십에 관

한 명예 목회학 박사

를 수여받았다.

Waits 목사는 미

시시피연회의 목회

자이며, 젊은 목회자

였을 때 미시시피주

의 인종차별에 항거

하는 공개 성명서인 

“Born of Convic-

연합감리교회 아프리카대학교의 설립 25

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3월 25

일 한자리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후원했던 

사람들이 지난 25년간을 돌아보는 많은 선물

들과 기억들이 있는 한편, 그보다 더 많은 미

래에 대한 기대들도 있었다.

미시시피 연회 James Swanson 감독은 총 

백삼십만 불 기부에 대한 선금을 가지고 연회 

대표들과 함께 아프리카대학교에 왔다.

우렁찬 목소리로 Swanson 감독은 1992년

에 설립된 아프리카대학교와 미시시피 연회

와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시시피 연회는 그들의 희망과 꿈을 아

프리카대학교에 심었습니다. 이는 아이러니

하게도 인종차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연회가 

이곳의 기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아프리카의 후손이 미시시피 연회의 감

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아프리카대학교는 미시

시피 연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라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Swanson 감독의 메시지는 미시시피 연회 

대표단의 일원인 94살의 Mabel Middleton씨

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작은 체구의 Middleton 씨는 연설대로 나

와 천 불의 후원금을 대학교에 전달했다. “감

독님의 메시지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이 돈

은 제가 후원할 후원금의 첫 번째입니다.”

선물과 눈물 그리고 환호는 4시간에 걸친 

축하식 내내 흘러넘쳤다.

HigherLife Foundation의 공동 창립자이

미시시피 연회 대표단의 일원 94살 Mabel Middleton씨 후원금 전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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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에서 찾아지는 기쁨은 사역의 숫

자들에서 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

야기를 볼 때 더욱 진하게 느낍니다. 그 사

람의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한데로 얽히는 것을 볼 때, 제 영혼은 기뻐 춤

을 추는 것을 경험합니다. 훌리아나라는 소

녀를 통한 우리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훌리아나는 11살 마야 소녀입니다. 처음 

훌리아나를 만난 것은 2016년 8월에 리치

몬드에서 온 한 선교팀(리치몬드한인장로교

회, 이영호 담임목사)과 함께 취마휘, 솔로라

라는 과테말라의 깊은 산골마을로 간 순회진

료에서 였습니다. 순회 진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훌리아나가 머뭇거리며 진료실로 들어

왔습니다. 훌리아나는 한쪽 눈 위로 손톱 크

기만한 종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날때 

부터 가지고 있었고,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병원엘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근

처 마을로 순회 진료를 왔던 미국선교팀으로

부터, 종양을 절제할 수 없다

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안

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순회 진

료 중이라 진단장비도 없고, 

안과가 제 영역은 아니고, 해

서 병원엘 가서 정밀검사를 해

야 한다는 말과 비타민만 쥐여

주며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

니다.

그런데, 순회진료에서 돌

아와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열한 살이 되도록 종양을 눈

에 달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

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

는 훌리아나를 생각하니 마음

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해서 

훌리아나를 다시 수소문해서 찾아서 저희 사

역을 돕는 현지인 안과의사에게로 데리고 갔

습니다. 또 과테말라시티에 안성형전문의에

게 진료를 받았는데, 결론은 자신은 이 종양

을 절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행여, 

종양을 절제하려다가, 눈의 형체조차 잃어버

릴 수 있다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상심하는 훌리아나를 데리고 집으로 와

서 물었습니다. “눈의 형체를 잃어버릴 가능

성이 있는 데, 그래도 종양을 제거 하고 싶

으냐?” 그랬더니,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

니다. “그래도 종양을 잘라내고 싶어요.” 훌

리아나의 대답을 들으면서, 어린 훌리아나의 

가슴에 사무친 깊은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

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놀림들과 또, 

흉한 눈으로 인해서 외면하는 사람들을 아마

도 의식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 훌리아

나 역시 다른 이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저 시선을 돌리는 그런 삶을 지금껏 살아

왔었을 것입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사

람도, 또 하늘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삶 말입

니다. 

의술이 발달된 미

국에서는 가능할텐데

라는 안타까움에, 가

슴에 훌리아나를 품고 

기도하며 미국에서 수

술을 해 줄 안과 의사

선생님들을 찾기 시작

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여권을 만들고 

미국 비자를 신청했습

니다. 물론 훌리아나

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셨습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도 감격이었습

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과테말라 공항

에서 처음 우리 훌리아나를 보았습니다. 너

무나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종양이 없

는 외모는 당연하고, 그것보다는 분위기가 너

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띠우고 당당하게 모든 이들을 보는 것이었습

니다. 예전에 고개를 푹 숙이고 웃음기 없는 

얼굴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한 인생의 온전히 바

뀌는 것을 봅니다. 훌리아나의 집에 도착하

니 이웃 전체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훌리아

나를 얼싸안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신 기적의 

마지막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훌리아나는 의

사가 되고 싶다고 합

니다. 훌리아나의 앞

으로의 인생을 통해

서, 그의 손길을 통

해서, 얼마나 많은 이

들이 우리 주님의 은

혜를 경험하게 될는

지 생각만 해도 가슴

이 벅차 오릅니다. 또

한 이번에 훌리아나

의 삶 가운데서 너무

나 확실하게 우리 주

님이 기적을 지켜본 

저를 포함한 수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서

도 다시금 우리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질 것

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훌리아나에게 역사

하신 우리 주님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

시 역사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대할 것이

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오

로지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로지 우리 주

님의 소망을 봅니다. 감사와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립니다. 

니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

리,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리 쉽

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김

지나 집사님(버지니아

주)으로 부터 수술해 주

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

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

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

는 순간, 그저 주저앉아 

한참을 우리 주님의 신

실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훌리아나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

로 가슴에 품으셨던 우

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눈으

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 주

님은 우리 눈 앞에서 당

신의 사랑을 확인해 주

시는 것입니다. 훌리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뿐만이 아니라, 저를 향

한 그분의 마음을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

다. 제가 무엇이건데,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바를 (물론 수많은 이들이 함께한 기도입니

다.)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에 그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

술을 하실 선생님은 소아안 성형분야에서 세

계적인 권위자인 Dr. Donny Suh (Omaha 

Children’s Hospital and Medical Center. 

Omaha, NE)였는 데, 전화통화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을 안과의사로 만드시

는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

시더군요. 놀라우신 우리 주님!

훌리아나는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미

국에 머무르면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Dr. 

Donny Suh의 수술을 결정에서도 감사였고, 

선교소식

훌리아나의 천사들, The angels of God!! 

이누가 목사 Healing Guatemala

훌리아나와 소아안 성형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Dr. Donny Suh의 모습 

수술이 가능토록 애써주신 김지나 집사님과 훌리아나 아버지의 모습

수술 후 회복 중인 훌리아나

집에 돌아간 훌리아나가 가족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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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부가 올해 말 편찬할 

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고

등교육사역부는 또한 이 

회의에 따른 연구 지침서

를 이번 달 말까지 www.

gbhem.org/colloquy웹사

이트를 통해 제공할 계획

이다.

이번 회의에는 가끔씩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지만 

결코 충돌은 없었다. 학자

들은 과거에 감리교리가 신

학적인 분열과 합병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하는 

토론을 했다.

그들은 또한 동성혼과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

힌” 목회자들을 교회법이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동성

애자이며 동성혼을 한 감독이 선출된 교단을 향해 어떻게 조

언할지에 대하여 논의했다.

학자들이 직면했던 한가지 문제는, 기독교인은 어떤 박해

를 당할지라도 철회를 거부해야 한다라는 교리들을 귀착시

킨 라틴어구인 status confessionis에 동성애자에 대한 교단

의 가르침을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였다. 많은 학자들은 그

들이 이에 동의하던 하지 않던 간에 이 가르침들은 현재 많

은 연합감리교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

의했다. 

내적으로는, 대부분의 토론이 혼인 관계에 있는 동성애자

가 신성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없을지에 집중되었다. 남부감

리교의 퍼킨스신학원 교회사 교수인 Ted Campbell 목사에게

는 이 점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다. 그는 과거 감리교의 분열

들이 종국적으로 “신성한 삶의 모습”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

된다는 것으로 보았다. 노예제도로 인한 미 연합감리교회의 

1844년 분열이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44년의 분열도 교단의 갈등을 종식시키지는 못했다. 출

판국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논쟁은 결과적으로 미 대법원

의 결정에 맡겨지게 되었고, 역사학자들은 감리교인들이 다

른 감리교인들을 미 남북전쟁에서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

많은 교수들이 그들의 다른 이견에 관계없이 현 논쟁에 지

쳐 있는 것이 명확했다.

보스턴신학대학원 기독교 역사와 감리교학 교수인 Chris-

topher H. Evans 목사는 그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1980

년대 그가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들었던 문제들이라고 참석

자들에게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저의 감정은 바로 우리

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계없이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인

지를 잘 보여주는 애통함의 하나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몇몇의 학자들이 어렵게 꺼낸 한 가지 방법은 교단이 어떠

한 형태의 분리를 수용하면서 또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존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는 목회자들의 상호

교환과 일부 선교의 공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연합감리교회는 이미 동성애 목회자 안수를 하는 미국 복

음주의 루터교(Evangelical Lutheran Church)와 온전한 관

계를 가지고 있다. 이 동의에는 실행구조들을 포함하고 있어, 

동성애 목회자가 연합감리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다른 방법

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 

초교파적 대화의 전문가이자 오하이오 주 감리교신학대

원 교수인 Sarah Heaner Lancaster 목사는 교단의 분리가 

교단 소식

교단의 미래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

신학교 교수들이 동성애자들의 신분에 대한 심각한 이견 

속에서 연합감리교회가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할지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여러 신학 교수들은 교단이 현재 형태의 한 연합체로 남을

지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만일 당신이 동성혼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강한 신념

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볼 때 신성함에 대한 웨슬리적 이해 

안에서, 한 교단 안에 양쪽의 의견들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Kevin M. Watson 목사는 말했다. 그는 애틀

랜타에 있는 Emory대학교 Candler 신학대학원의 웨슬리안

과 감리교학 교수이다.

총회고등교육사역부는 이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3개국 28명의 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3월 9일부

터 12일까지 Candler 신학대학원에서 열렸던 모임의 주제

는 “Unity of the Church and Human Sexuality: Toward a 

Faithful United Methodist Witness”였다.

총회고등교육사역부 총무인 Kim Cape 목사는 이 모임이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하

나님의 길을 어떻게 분별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였

다”고 평가했다.

이번 모임의 목적은 연

합감리교회 지도자들이 교

단의 미래를 염려하는 가

운데 참석자들이 성서, 교

회 역사, 신학과 기독교 윤

리 등에 대하여 그들의 전

문 지식을 나누는 데 있었

다. Candler 신학대학원 

Jan Love 학장은 학자들이 

“그들의 지성으로 하나님

을 경외”했다고 요약했다.

학자들의 대화를 지켜

보는 방청객 중에는, 8명의 

특별위원회 Way Forward 

위원들, 몇몇 감독들, 동성애로 이슈로 인해 교착된 교단의 상

태를 위한 방안을 제시를 위해 위임된 다른 목회자들과 평신

도들이 있었다. 다른 방청객으로는 신학교 총장들과 학생들 

그리고 몇몇의 성 소수자들(LGBTQ individuals)이 있었다.

특별위원회의 진행자 중 하나인 플로리다 연회 Ken Cart-

er 감독 또한 이 회의를 방청했다. “여기 모인 교수들은 우리 

교단의 지적 생활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그들의 이러한 노

력 없이 화합에 대한 복잡한 문제, 분열 그리고 성 소수자들

의 관심사에 대한 미래를 향한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상상조

차 할 수 없습니다”라고 Carter 감독은 연합감리교회 뉴스서

비스(UMNS)에 전했다. 성 소수자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

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또는 성 정체 불명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or questioning in-

dividuals)를 말한다.

이번 회의에는 신학 전반의 전문 학자들이 모였다. 그들은 

미국 내 13개 연합감리교 신학교의 교수들과 켄터키 주 As-

bury 신학대학원, 모잠비크(Mozambique)의 Cambine 신학

교 교수들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 교수를 포함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신학교 협의회

(Association of United Methodist Theological Schools) 소

속 신학교들이 참석자들을 선정하여 참석 비용을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각각 논제를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고등교육

그러한 논쟁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

다. 초교파적 관계의 유지에는 여전히 분열을 야기하는 주제

들을 다루는 기독교인들 간의 대화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모든 학자들이 동성애 문제가 연합감리교회의 걸

림돌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애틀랜타 시 초교파 신학센터(Interdenominational Theo-

logical Center)의 예배학 교수이자 기독감리교(Christian 

Methodist Episcopal) 목사인 Lisa M. Allen-McLaurin 목사

는 교단이 분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였다. “저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 방법은 있습니다”라고 그녀

는 말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어쩌면 제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이해가 확실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쩌면 제가 당신과 함께 이 길을 좀 더 갈 필요가 있을지도 모

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Iliff 신학대학원 예배와 영성 형성 학과장인 Catherine 

Kelsey 목사는 특별위원회 Way Forward가 화합의 이슈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Kelsey 목사는 물었다. “‘어떠한 구조가 우리의 모든 다

른 곳에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

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떻

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재구성하면 화합이 문제

의 영역에서 벗어나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그

녀는 말했다.

두 번의 모임을 가진 특별위원회 Way Forward는 교단 운

영 방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한 구조의 변화에 대해 이미 

논의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평신도 위원이자 동성애자인 Alice Wil-

liams 씨는 학자들이 토론에서 보여준 깊은 사려에 감동을 받

았다고 말했다. “저는 이 토론이 우리 소명을 신실하게 대하

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녀는 연합감

리교회 뉴스서비스(UMNS)에게 전했다.

특별위원회 동료위원인 Dave Nuckols 씨는 “분열하는 것

은 쉽지만 잘 나누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을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배웠다고 말했다. “화합을 유지하

는 것이 어렵지만, 당신이 교단이 함께하는 것에 헌신한다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우

리의 과거사가 우리의 숙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

는 말했다.

■ 글쓴이 Heather Hahn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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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중독자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목회라는 이름

으로 포장한 사역과 일에 중독된 삶을 살아온 

건강하지 못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기도 하다. 

마치 교회와 결혼한 것처럼 살면서 삶과 사역

의 우선순위 조차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과오로 점철되어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2015

년 7월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1년간 안식년

을 보내면서 지난 24년 간의 목회를 되돌아

보면서 회개에 회개를 거듭해야만 했다. 되돌

아보니,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내용적으로

는 무신론자와 별 다름없는 모습을 살아왔다

는 자기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하나

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

역을 감당하려고 했으니 무신론자와 다를 게 

무어란 말인가? 

예수님의 만져 주심과 위로하심을 맛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

하고, 신학교에 입학해 공부하고, 안수를 받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

면서도 인간적인 노력이 더 컸었다. 지난 사역

을 되돌아보니 미국 교회에서도 부흥을, 한인 

교회에서도 부흥의 맛과 열매를 거둔 경험도 

있지만, 솔직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렸는지

는 자신할 수 없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충만하고 기뻐야 하는

데,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허무하고 허전

하고 외롭고 슬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만히 보니 한때 (아직도 그 버릇을 완전

히 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설교를 잘하는 것을 

목회의 전부로 알고 살았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역의 중심이 마치 “기-승-전-설교”였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기를 소원했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

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준비하고, 어느

새 예배자가 아니라 설교자로 둔갑되어 있었

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행위를 하

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교회로 

착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배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인도하

는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

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까 고

민하는 목회를 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 28~29절의 “그들

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

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새롭게 마음을 뜨겁

게 했다.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보니 “What 

must we do to perform the works of God?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

냐고”고 묻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The 

work of God”이라는 단수로 표현하고 유일한 

일로 말씀하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하

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나는 예

배를 드리러 가는가, 다시 말하면, 나를 드리

기 위하여 예배에 나아 가는가, 아니면 설교

를 들으러 가는가?설교자가 영광을 받고, 설

교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 예

배는 사라지고 집회만 남고, 예배자도 사라지

고 청중만 남아버린 아픈 교회의 모습은 없는

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

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가 중심이 되

어 버리지는 않았는가? 

나를 되돌아보니, 나의 사역이 그랬다는 고

백이다. 모든 예배의 순서와 설교에 종속된 예

배라는 이름의 집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

고 마음을 흥분시키는 예배를 성령의 역사라

고 착각하면서 자기만족에 빠졌던 나의 모습

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2천 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베풀어졌는데 여전히 복을 갈구하고 

김응선 목사 Oregon UMC, Oregon, IL

탐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  그것을 더욱 조

장했던 나와 같은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탕

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유산을 탐하

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나 같은 죄인 살

리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거룩한 일이 

사라지고,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지

니를 원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치부하고 이끌

던 나의 모습 말이다. 오늘 드린 예배의 주인

공은 누구였을까?교인일까 하나님이실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누가 영광 받을까보다는 

오늘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는지에 관심 많은,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주입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명의 떡이 되시고자 마구

간의 구유(먹이통)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온 천하에 가득한데 말이다.  

나는 영어회중을 18년 동안 섬기고 한어회

중도 6년을 섬겼고, 교회와 결혼한 과오가 있

고, 일과 사역에 중독되었던 실천적 무신론자

였던 목회자로서 감히 고백을 하건대 오늘 2

천 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베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 나의 

죄인 됨과 구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은혜 아래 무릎을 꿇는 것 외에 필요한 것은 단

언컨대 없다. 목회자가 구해야 할 것은 어설픈 

설교자 혹는 설교의 중독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설교자

가 설교 좀 못하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하나

님이 역사하시는데?오늘날 교회는 목회자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목사들의 그 “뛰어난 설

교” 때문에 부패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보시지

는 않는가?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지, 하나

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무슨 설교자의 능력일

까? 그래서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드렸다고 

착각하는 부패된 예배로 신음하는 교회를 본

다. 그렇다고 내가 숙제

를 안 하고 좋은 성적을 

바라는 천덕꾸러기는 아

니다. 나도 한 설교 한다

는 얼빠진 자부심과 교

만이 있지만, 사실 TV를 

켜거나 인터넷에 들어가

면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 그것도 멋진 영어

로 설교하는 목사가 흘

러넘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

러 가는가?좋으신 하

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

러 나오는 것이다. 나를 드리려고 가는 것이

다. 하지만 예배에 나와 축복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

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웨이터 정

도로 여기는 것밖에 안된다. 자신의 물질적 욕

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

재의 수요일 예배 모습

성만찬을 인도하는 김응선 목사

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 십

자가 없는 기독교,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독교, 

자기희생이 없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고

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빠진 무늬만 남은 

기독교, 그것은 아무리 열심 있는 종교생활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

관없는 종교 행위일 뿐이다.

타인종 목회로 돌아와, 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선포했다. 이젠 교회의 부흥이 

목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자고 했다. 나도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에게 귀에 솔깃하고, 다디단 설교를 주

입하고, 설교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도록 인도하는 제사장, 예배 공동

체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성령의 역

사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증

거하기를 소원한다. 코람데오!

김응선 목사(Oregon UMC, Oregon, IL)

연합감리교회 공보부(United Methodist Com-
munications)는 연합감리교회의 한인 목회자의 
정보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한인 목회자 중 새로운 파송을 받으셨거나, 주
소와 이메일 등 개인 정보의 변동이 있으신 목
회자께서는 새로운 정보를 615-742-5765나 
KUMC@umcom.org로 알려주시면 정보를 업
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업데이트를 통해 교단의 소식이나 정보 
및 기타 리소스를 신속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
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2017
한인 목회자 및 

한인연합감리교회
정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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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지도자대회는 한인감리교회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5월 말 Memorial Day Weekend에 열립니다. 저희는 이 
대회가 전국에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훈련을 받고 교제하게 함으로 연합감리교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 주며 교
회에 대한 보다 큰 안목을 갖게 해 주는 의미 있는 모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와이에서 모이기 때문에 배우고 은혜받는 것 외에도 
와이키키 해변의 호텔에서 묵으며 바다도 즐기고, 대회 후에 본인들의 선택으로 패키지 관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와 
파트너교회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와 하와이 한인코커스에서 협력하여 이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지도자대회의 주제는 ‘글로컬리즘 시대의 교회지도력’(Building Leadership in Glocalism)입니다.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함께 공존
하는 글로컬리즘 시대에 범세계적이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세계적 변화와 동향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를 세우는 대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 동향 속에서 기독인의 역할과 도전은 무엇인지 배우고 평신도 지도력을 
세운다.

 연합감리교회가 당면한 이슈와 갈등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교회와 지도자의 역할을 
새롭게 한다.

 한인교회의 역사적 태동과 성장 과정, 변화와 전망에 대해 배우고 미래를 준비한다.
 파트너십을 통해 건강한 중소형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 은혜를 체험하고 섬김을 실천한다.

대회 일정과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 2017년 5월 26~28일(금~일), 2박 3일
 장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Honolulu, HI
 숙소: Courtyard Waikiki Beach in Honolulu, H  ☎ (808) 954-4000
 공항: HNL (Honolulu International Airport)
 등록금: $50.00, Check payable to “Discipleship Ministries”
 등록처: 총회제자사역부 ☎ (615) 340-7028, Fax (615) 340-7071
 등록문의: 김소영 사무장(skim@UMCdiscipleship.org)
 등록마감: 2017년 4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한인연합감리교회 웹을 참조하세요.

섬기는사람들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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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 (615) 742-5765 | Fax (615) 742-5469

kumc@umcom.org

편집국장: 이승필 목사 | jlee@umcom.org

편집부장: 임주연 | jkim@umcom.org

RESOURCES

2017 전국지도자대회

2017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

2017 한인총회

4월 24~27일, 로스엔젤레스, CA

중앙 아시아 여선교회 지도자훈련

5월 4~6일, 우소도베, Kazakhstan

전국지도자대회

5월 26~28일, Honolulu, HI

서부지역 목회자 협의회 가족 수양회

7월 3~6일, Flagstaff, AZ

중북부 총회 및 목회자 가족수련회 

7월 10~13일, Eureka Springs, AR

동북부연합회 목회자 가족수련회 

7월 17~20일, 벌링턴, VT

2017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7월 24~28일, San Jose(SJO), Costa Rica

St. Paul 신학대학원 한국어 강좌

7월 30일~8월 4일, Leawood, KS

Nexus Convocation
(Nexus Kids Camp+Youth Initiative)

8월 2~5일, McLean, VA

Children’s Ministry Coaching and Consultation

Available to all KUMC local churches (Year round)

타인종목회자협의회 연차대회

8월 7~10일, 시카고, IL

한인여선교회 전국지도자 훈련

9월 28일~10월 1일, Nashville, TN

2017 2030 Conference

11월 22~25일, 시카고, IL

담임목사 이후석

•	주일대예배	주일	오전	10:30

•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0:30

•	수요	저녁예배	오후	8시	

•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시

69	Main	Street,	Woodbride,	NJ	07095
732-410-4010		•		www.facebook.com/우드브리지한인교회

우드브리지한인교회
담임목사 이동규

•	주일예배	오전	11시	55분
•	EM	예배	 (주일)	오전	11시	55분
•	수요성경공부	오전반	9시	30분		|		오후반	7시	30분
•	새벽기도회	 (토)	오전	6시	
•	제자훈련	 (토)	오전	7시		|		주일	오후	2시

10824	Topanga	Canyon	Blvd,	Chatsworth,	CA	91311
818-709-5776		•		Ldg880@gmail.com

담임목사 강현식
•	주일	대예배	오후	1시	30	분

•	어린이	및	청소년예배	오후	1시	30분

•	푸른나무	성서학교	 (금)	오전	10시

•	영성훈련	<주님과의	동행>	 (금)	저녁	8시

43454	Crossroads	Drive,	Ashburn,	VA	20171
703-336-3679		•		www.ashburnkumc.org

애쉬번한인교회

밸리중앙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	주일예배	오전	10시	45분

•	차세대예배	오전	10시	45분

•	영어회중예배	 (주일)	오전	10시	45분

16550	Bernardo	Heights	Pkwy,	San	Diego,	CA	92128
hopekorean2016@gmail.com		•		http://www.hopekorean.org/

희망교회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 선교는 한국교
회 부흥과 성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미국
에 이어 해외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되
었다.

한국 선교, 이대로 좋은가?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해외 선교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 선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 선교 자료들은 얼마나 많은 나라
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지, 
얼마의 선교 헌금을 보냈고, 얼마나 많은 건
물을 지었는지에 대한 후원 교회들의 통계
나 선교사들의 활동 보고들이 대부분이다.”

한국 선교의 양적인 성장 이면에 있는 질

적인 성숙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성찰, 그리
고 현지인들의 필요에 대한 경청과 대안 수
립이 안타깝게도 빠져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저자들은 현지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한국 선교의 현주소를 면밀히 규명하고 선교
학적 관점에서 모범적 선교 모델을 체계적으
로 제시해 나간다. 또한 과거 아시아 선교 역
사를 찬찬히 돌아보게 함으로써, 한국 선교
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밝히 비춰 준다.

공동저자인 신경림, 박창현, 이덕주 교수
는 웨슬리신학대학이 후원하는 ‘아시아 선교
탐사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2008년부터 한
국 선교에 대한 총체적 검토를 시작했다. 그
리고 2010년부터 4년 동안 터키, 인도, 몽

골,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을 방문해 자료
를 수집했다. 시
간상의 제약으로 아시아권 위주로 방문했지
만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다른 나라의 사례도 필요에 따라 책에 포
함했다.

세계 각지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비
롯해 그들과 함께 사역한 현지 교회 지도자, 
목회자, 신학자들을 인터뷰하면서 한국 선교
의 한계와 전망을 짚었다. 이 책은 이처럼 공
동 연구한 결과를 각 저자의 전공 지식과 융
합해 하나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선교 강국, 한국 선교 긴급 점검
출판: 홍성사
저자: 신경림/ 박창현/ 이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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