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한인 연장사역자 첫 포럼

볼티모아-워싱턴연회,
한국의 남부연회와 협약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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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 울려 퍼진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친애하는 한인총회 회원 여러분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
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지에 하
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014년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에서 부족
한 사람에게 총회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셨
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인총회는
시대적인 여러 상황에 의해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
기에 한인총회를 잘 이끌어가라는 여러분의 기대
와 부르심을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인총회가 시작된 지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출애굽기와
연결해 본다면 40년의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
는 때가 된 것입니다. 지나온 한인총회의 40년은 광야를 지나는 여정과도 같
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곳 이민의 땅은 척박한 광야와 같았고, 이민의 삶은 나
그네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인총회(구 한인연합감리교회 전
국연합회) 안에서도 여러 갈등과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
심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 이 시대에서 앞으로 가야 할 요
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곳 또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온갖 역경과 도전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40
년의 여정을 지나온 우리 한인총회 앞에도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고, 고민하
고 노력해서 지나가야 할 영적 문제와 갈등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려움과 도전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
께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떠나
지 말고 하나님 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에게 같은 말씀
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함께 그분 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
께 하면 풍성함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도전을 앞에 두고 앞으로 2년 간 함께 섬길 실무임원들을 아
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임원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총회장
이성현 목사
• 총무
류재덕 목사
• 부총무
이강원 목사
• 서기
권혁인 목사
• 부서기
Sunny Ahn 목사
• 회계
Elaine Hisu Cho 목사
• 선교총무
김한성 목사

외침

백악관으로 행진하는 평화행진 참여자들
편집자주: 이 기사는 United Methodist News

한국평화포럼과 평화행진

Service의 7월 28일자 기사를 편집한 것입니다.

“Peace Treaty Now!” 한반도의
평화조약을 바라는 간절한 외침이 워
싱턴 DC에서 울려 퍼졌다. 지난 7월
25일과 26일에 ‘한반도 화해와 통일
을 위한 평화행진과 기도회’가 2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근처
Foundry 연합감리교회와 백악관 앞
Lafayette Sq.에서 열렸다. 연합감리
교회 한인총회 통일위원회(회장 김정
호 목사)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진
과 기도회는 총회사회부와 총회세계
선교부,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연합감
리교회 여선교회 등 연합감리교회의
주요 연대 기관들과 세계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미국장로교회
등 여러 다른 교단들도 참여한 초교파
적 행사였다.

첫째 날 저녁에 참석자들은 와
싱톤한인교회(김영봉 목사)가 제공
한 저녁을 먹은 후에 교회본당에 모
여 Ramsey Lim 교수가 공동 제작한
“Memory of Forgotten War”를 관
람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산가족 4
가족이 그들이 겪은 이산으로 인한 고
통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다
큐멘터리 관람이 끝난 후 델라웨어한
인연합감리교회, 뉴욕한국인교회, 비
전교회 등의 교인들로 구성된 연합성
가대의 연주가 있었다.
이어진 한국평화포럼에서 한국기
독교교회협의회의 화해통일위원회 위
원장 조헌정 목사가 발표를 하였다.
그는 북한의 교회들을 방문한 것과 상
황을 전했다. “남한은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상황인데, 북한의 어린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며 참 마
음이 아팠습니다. 남한의 이산가족 일
부가 북한의 가족들을 방문할 수 있었
지만 그것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170
가족들 만이 매 2년 마다 북한을 방문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가(
정책을 바꾸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합
니다.”라고 조 목사는 말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통일위원
회 고문 정희수 감독은 “기독교인들
의 의식과 관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모든 교회들이 할 수 있
는 여러 단계를 언급하였다. 끊임없
는 기도와 증거에 더해 교회들이 의
회와 오바마 정부, 미 국무부에 영구
적 조약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이 고
통을 받게 하는 북한에 대한 재제를
해제하도록 주장해야 한다고 정 감독
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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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한인 연장사역자 첫 포럼

‘연합감리교회 한인 연장(Extension Ministry)사역자 포럼’이 드디
어 열렸다. 지난 7월 24일과 25일 버
지니아주 Dulles Airport 힐튼호텔에
서 한인 감독 3명을 포함한 14명의 한
인 연장사역자가 모여 연합감리교회와
한인공동체를 위한 한인 연장사역자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첫 모임의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 이 포럼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번
제기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행
에 옮기지 못 했었다. 이번 포럼은 한
인목회강화협의회(사무총장 장학순 목
사)의 주관으로 열리게 되었다. 장학순
목사는 초대의 글에서 “이번 모임은 특
별히, UMC 교단 내에서 중요한 사역
을 감당하고 있는 한인 사역자들이 함
께 모이는 첫 모임입니다. 모두 한 자리
에 모여 주 안에서 교제하고 교단의 일
과 한인교회의 일도 함께 논의하며 협
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거룩한 대
화의 시간’(holy-conferencing)이 되
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번 포럼의 의미
를 부여했다.
김선영 감리사가 인도한 개회예배
후 한인목회강화협의회 회장 정희수 감
독의 환영인사로 포럼을 시작했다. 정
감독은 “최근 8년 동안의 변화가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보다 더 크다”라고 전
제하고 그 변화로 파생되는 여러 문제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2016년 연합
감리교회총회에 한인교회의 의견 전달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연장사역자 모
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버지니아 연
회의 조영진 감독은 각자 다른 사역지
의 상황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함께

나누면 한인교회를 위한 좀 더 큰 그림
을 그려갈 수 있다며 이번 모임이 그러
한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서스퀘나연회의 박정찬
감독도 “교단이라는 큰 배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한인교회와 교
단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교단을 앞장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보
자”라고 이번 모임에 대한 소감을 참석
자들과 나눴다.

“목회적 지도력과 평가”
1박 2일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된 이
번 포럼은 3번의 주요 주제 발제와 논
찬 그리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희수 감독은 “연회의 한인교회 목회
자 파송”의 주제 아래 “목회적 지도력과
평가”라는 첫 발제를 통해 한인교회의
현 주소를 조명하고 그에 따른 전망과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정 감독은 지금
우리한인연합감리교회 대부분은 1970
년 말에 개척된 30-40주년 된 교회들
로 현재 교인 연령의 고령화와 정체 또
는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우리한인연
합감리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다. 정
감독은 또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문
화와 다중언어, 그리고 다인종으로 바
뀌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한인교회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준비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를 위
해 새로운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십 개
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존 한인교
회 안에서 한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
는 차세대 리더들에게 목회에 대한 소명

의식을 불어 넣어주어 한인교회의 미래
를 담당할 리더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리고 중소도시에 남아있는 한
인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자훈련 시스템을 도입하며, 작은 도
시에 있는 소형 한인교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차
세대 목회자 목회자 발굴 및 훈련을 위
해 무엇보다 신학교와 더 나은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총회고등교
육사역부 박희로 목사와 구체적 실행방
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영미 감리사는 이어진 논찬을 통
해 차세대 양육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제하고, 현재
한인교회 내의 세대 간 갈등 해소의 필
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사회와 교회의
다이나믹을 이해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하며 목회자 코칭의 중요
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이민 1세대
가 차세대를 품고 연회 등 개체교회와
관련된 그룹들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Spiritual & Relational Vitality”
“연합감리교회의 변화와 갱신”의 주
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한 조영진 감독은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지난 40년 간 평
균 출석 3백 명의 교회를 매 주일 하나
씩 문을 닫는 것과 같은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교인 평균 연령은 57세이라고 전
제하고, 자연 감소를 고려할 때 연 6%
성장해야 현상유지되는데 지금은 현상
유지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조 감독은
현재 “연합감리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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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로 이러한 현재의 방향을 선회하기
가 쉽지 않다”고 말하며, “하지만 위기
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기
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
는 시간이다”라고 강조하며 했다. 조 감
독은 영성의 활성화(Spiritual Vitality)와 관계의 회복(Relational Vitality)이 바로 ‘주님이 주님 되게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조 감독은 유진 피터슨
의 책 “Pastor”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영적으로 이미 죽은 교회는 새로운 프
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
했다. 조영진 감독은 교단적 위기 상황
앞에서 기도를 통해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개체교회가 제자 양성의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의 문화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찬으로 나선 연합감리교회 공보
부 이승필 목사는 “조 감독님이 감독선
거에 나오시면서부터 강조해 온 영성의
활성화가 현재의 이런 위기감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
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하고,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회라는 배가 이제 방
향을 선회하려 할 때 중심을 바로 잡아
줄 ‘배의 평형수’가 바로 영성이며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우리 한인 교회
가 교단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영성부분이며, 교단적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영성의 평형수
를 채우자고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Cultur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둘째 날 오전에 “연합감리교회 지체
로서의 한인교회”의 주제로 발제를 한
박정찬 감독은 “현재 교단은 구조적, 제
도적, 전략적 기회와 도전 앞에 서 있
다”고 전제하고 한인 연장사역자들이
교단의 리더로서 리소스를 공유해야 된
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우리는 미래 지
향적 자세를 견지하며 앞으로 ‘Cultur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 연합
감리교회의 장정과 역사 및 신학에 대
한 긍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제자를 만들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교단
이라는 우리의 정체성(Identity)과 연대
성(Connectional Church)으로 교단
의 문제를 이제 주변자가 아닌 교단 중
심부에서 주도적으로 교단의 앞날을 고
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감독은 이제 우리는 교단이 직면한 문
제를 바라보며 ‘거룩한 대화’를 위한 ‘대
화의 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
하며 “A time to talk & to pray!”라
고 거듭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논찬에 나선 한인선교총무 김한성
목사는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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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는 박 감독님 말씀에 공감한다”
라고 말하며 “책상에 쌓인 이력서 보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이력서에 관심 필
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우리
교단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는 것
이 중요하고, 소명의 문화, 기도의 문
화, 변혁의 문화를 일궈 내려면 의도적
이며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심도 있는 토론
이어진 토론에서 장학순 목사는 미
국으로의 이민은 급감소하고 오히려 한
국으로 역이민의 증가를 보인 2013년
의 통계를 인용하며 현재 우리 한인교
회들이 이러한 상황에 맞춰 변화와 개
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목사
는 이어서 한인이민자 중 80-85%는
아직도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
인교회의 전략적 목회가 필요하다는 제
안을 했다. 참석자들은 목회자 효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목
회자가 이중언어 구사할 수 있어야 하
고 이를 위해 목회자 영어훈련을 제공
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또한 쉬운
한국어를 사용해 차세대를 배려하고,
영어 혹은 두 가지 언어로 교회의 회
의 진행하는 것도 제안되었다. 박희로
목사는 고등교육국에서 마련한 온라인
강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하
였고 13개 교단 신학교의 총장, 학장,
연회의 성직위원회가 참석하는 간담회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참석자
들은 한인 신학생을 효과적으로 훈련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하자고 하였다.
이번 연장사역자 모임에서는 박희로
목사와 장학순 목사의 주도로 13개 연
합감리교회 신학교 총장, 학장, 지방감
리사, 성직위원회가 참석하는 포럼을
준비하기로 했고, 박영미 감리사와 박
종우 감리사의 주도로 타인종 목회자
지도력 훈련 및 코칭에 관한 프로젝트
를 기획하기로 결정하고, 안수과정 중
인 신학생을 위한 설명회와 한인감리사
의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다. 참석자
들은 다음 연장사역자 모임을 2월 경
에 모이기로 결정하였다. 여러 주요 사
항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
어졌던 연합감리교회 한인 연장사역자
첫 포럼은 김성찬 감리사가 인도한 폐
회예배로 마쳤다.
한인 연장사역자 포럼 참석자 명단:
박정찬 감독, 정희수 감독, 조영진 감
독, 장학순 목사, 이종민 목사, 김효식
목사, 박종우 감리사, 박영미 감리사,
김성찬 감리사, 김선영 감리사, 정범구
감리사, 박희로 목사, 이승필 목사, 김
한성 목사(총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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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아침에 참석자들은 한반도 지
도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평화행진
을 위해 Foundry 연합감리교회로 모
였다.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참석자들은 “종전을
위한 기도, 이산가족 만남, 한국에 평
화를”이라는 플래카드와 “61년은 너무

오래 되었다. 한국전을 끝내고 평화협
정에 사인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경
찰의 도움을 받으며 행진하였다. 행진
하는데 그리 덥지 않은 날씨 가운데, 참
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Peace Treaty
Now!”를 힘차게 외치며 백악관 쪽으로
향했다. 예정보다 조금 일찍 Lafayette
Sq.에 도착한 참석자들은 연합감리교
회 한인총회 통일위원회 회장 김정호
목사의 가슴 울리는 기도로 백악관 앞
에서의 행사를 시작하였다. 참석자들은
오병이어 위원장인 이창순 목사의 이야
기와 연합성가대의 노래를 듣고, 여러
발표자들의 얘기를 들었다. 연합감리교
회 한인총회 통일위원회 부회장 장위현
목사는 마틴 루터킹 JR. 목사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며, “우리도 또한 꿈이 있
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그 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
사는 “우리는 이 평화행진을 통해서 한
반도를 둘러싼 전쟁 연습이 전면적으로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외쳤다.
평화행진이 진행되고 있던 백악관 앞에
서는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
황과 관련하여 평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의 피켓 시위도 진행되고 있었다.

쟁으로 사망했을 정도로 피로 물든 전
쟁이었다고 강조하고, 전쟁 전 인구의
10% 정도인 전쟁 사망자의 절반 이상
이 민간인이었다고 말했다.(참고로 학
자들은 미국 역사의 가장 많은 사망자
를 냈던 미국남북전쟁으로 65만 명에
서 8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산군와 비공산군과의 전쟁을
멈추게 한 일시적인 “3개국 간의” 정
전협정은 남한을 뺀 중국, 미국, 북한
이 서명했다고 안씨는 말했다. 2차 세
계대전이 끝나며 정해졌던 과거의 38
선에 가까운 새로운 휴전선이 잠정적
인 합의로 정해졌고, 이 휴전선은 북
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점령지역
으로 나라를 나누었고, 또한 남북한의
2.5마일 넓이의 완충지대인 ‘비무장
지대’(Korean Demilitarized Zone,
DMZ)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국의 분
단으로 약 천만 명의 가족들이 아직도
헤어져 있다고 안씨는 강조했다.

통일을 위한 초교파적 갈망
평화행진이 있기 하루 전 Foundry
교회에서 열린 국제 초교파적 회의에
약 60명이 참가했다. “함께 걷고 기도
하며 목소리를 높여 전 세계와 남북한
의 평화정착과 종전을 외치며 아직 끝
나지 않은 한국전쟁으로 사람들이 치
러야 하는 대가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

약으로 바꾸는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
며, 남과 북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
반도에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한반도
에 정의롭고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
야 하는 바로 그때인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선포했다.
교단의 최고입법기관인 2012년 연
합감리교회총회에서 모든 연합감리교
인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행진”
을 준비하자라고 선언했다. 이번 워싱
턴 모임이 그 선언의 한 실행 부분이라
고 위스콘신 연회의 정희수 감독은 환
영인사에서 말했다. “우리 대부분은 이
런 결의안의 문장보다 더 깊은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올바름과 정의로움
에 서는 깊은 의식입니다. 나는 여러
분께서 참여해 주심과 한국 국민의 평
화와 통일을 가져오기 위한 의식을 불
러 일으키는데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
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반도 뿐
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우크
라이나 그리고 전쟁과 폭력으로 증오
와 두려움이 있는 모든 곳의 평화를 갈
망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라
고 정감독은 강조했다.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에서 일했
던 June Kim은 “남한과 북한의 평화
를 구축하는데 미국이 앞장서야 합니
다. 구 냉전시대의 다른 분단국들은 치
유가 된 이 시대에 오직 한반도 만이 아
직까지 분단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
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지난
61년 동안 서로 보지도 못한 많은 이산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
니다.”라고 말했다. 연합감리교회 총
감독회 초교파 담당 Mary Ann Swenson 감독은 “예수님은 모든 기독교
인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평화행진은 그리스도 안
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
한 나라 그리고 참 평화와 화해가 한반
도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의 증거입니다.”라고 말했다. 김정호
목사는 “한반도의 분단은 너무 오래되
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평화행진
과 기도회에 참가한 다양한 연령의 참
가자들을 보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

‘평화조약’은 그렇게 힘든 것인가?
1953년 7월 27일은 3년 정도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
해를 입힌 전쟁을 멈추자는 휴전협정
서명식이 있었던 날이다. 61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는 ‘휴전’ 상태가 계속되
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이틀 간의 행사
중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26일
의 평화행진과 기도회는 한국 시간으
로 정전협정에 서명한 61주년 기념일
인 7월 27일이었다.
작가이며 한국상황 전문가이며 운
동가인 크리스티니안은 기조연설에
서 한국전쟁과 정전협정의 역사적 배
경을 설명하고 남북한의 보다 나은 미
래를 위한 단계 등을 제안했다. 크리
스티니안은 참석자들에게 비교적 짧았
던(1950-1953) 한국전쟁은 거의 4만
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500만 명이 전

리려고 모였습니다.” 이 평화행진 준비
팀 중 한 명인 우경아 목사는 말했다.
세계교회협의회 부회장이기도 한
Swenson 감독은 작년 세계교회협의
회 부산대회에서 결의한 ‘한반도의 평
화와 통일을 위한 선언문’을 소개했다.
이 선언문은 “지금이 바로 1953년에
맺어진 정전협정을 포괄적인 평화조

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2015년도에
는 미국 교계 대표자들과 함께 남한과
북한을 방문할 것이며, 2016년에 열리
는 연합감리교회총회에서는 영구적인
한반도 통일 문제를 위한 교단 정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필 목사 |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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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동북부연합회

목회자 가족 연합수련회 마쳐

7월 28일부터 3일까지 랭커스터 라마다 호텔에서 2014년 동북부연합회 목회
자 연합수련회가 열렸다. 목회자와 가족 약 95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여러 특
별 프로그램과 휴식, 그리고 친교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서는 아틀란타한인교회 김정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건강한 교회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김정호 목
사는 4번의 강의를 통해 역기능적인 교회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통해 본질적인 교회, 기능적인 교회로 우리의
교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교회의 사명, 목회자 영성, 목회의 근본
적인 도전을 주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참석자들은 유명한 밀레니엄 극장에서 규모가 큰 연극 “모세”를 관람하며, 즐거
움과 함께 목회자의 소명과 열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목회
자들은 목회에 대한 뭔가 신선한 깨달음과 열정, 그리고 영혼의 건짐이라는 전도
소명감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한
식, 양식, 아미쉬 지역 음식 등이 참석자들의 입맛을 돋구어 주었으며, 깊은 대화와
친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새로운 동북부연합회장으로 이희문 목사를 선출하고 새로
운 임원진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새 임원진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전직 회장 차명
훈 목사는 페이스북에 “Lancaster에서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자 동북부지역 수련
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부족하나 회장으로 임원들과 함께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
회가 되어서 기뻤습니다.”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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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W에 속한 삶 - “Ubuntu”

김경자 권사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직 전국회장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United Methodist
Women)는 미국 내의 연합감리교회에 선교를 목
적으로 조직된 평신도 여성의 공동체로서, 그 목
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조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선
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있다.”(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목적문) 현재
80만 명의 회원이 있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United Methodist Women)는 흔히 UMW라고
도 불리는데, 선교하는 단체로서는 미국 내에서
그 규모가 제일 크다. 여선교회의 선교는 지난
143년의 전통을 이어받아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의 여성, 아동, 청소년, 소녀들을 중심으로, 그들
의 영적성장과 지도자 육성, 정의의 실현을 도모
하고,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억눌린 자를 대변
하고, 사회 정의와 세계 평화를 이루는 사회 문제
에도 참여한다.
UMW는 연합감리교회(UMC)와 마찬가지로
감리교단의 특징인 상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개체교회 UMW는 지방회, 연회, 지역회를 거쳐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기구(United Methodist Women’s National Office)와 연결되어 있
다. 이 전국기구는 예전에 연합감리교회 총회세
계선교부 여성국(Women’s Division)으로 알려
졌던 연합감리교회 조직의 명칭으로, 여선교회
의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로서, 25명의 이사진과
75명의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구성 되어있는데,
이들은 여선교회의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선교
교육과 지도력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자료
를 분석하고 제작한다.
여선교회 전국기구는 지난 세월 동안 여성국
을 비롯하여 감리교 교단 내에 있었던 8개의 다
른 여성 선교공회나 여성 봉사회들로부터 오랜 역
사와 전통과 유산을 물려받았다. 여선교회 회원
들은 시초부터 다른 여성들의 필요에 관대하게 응
답해 왔으며, 초창기에는 “무명옷 입기 운동”, “동
전 두 잎과 기도 운동”을 통해 선교기금을 모았
다. 1869-1968년엔, 감리교와 복음주의 연합형
제교회 여성들은, 그 당시 교회와 사회가 여성과
아동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과 제약 때문에,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그들을 돕고자 각기 여성 선교공
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감리교 교단의 통합이
나 재 조직이 있을 때마다 여성 그룹들도 합하여
졌는데 1968년 감리교 계통 교단들이 합하여 연
합감리교회가 시작될 때 “세계선교부 여성국”에
의해 여러 여성 선교 단체들이 통합되어 1973년
부터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라 불리게 되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The Agreements of 64”이다. 이는
1964년 연합감리교회 총회 이후 감리교단 안에
있었던 여러 번의 통합으로 인해 생긴 일인데, 그
동안 여성국이 맡아 하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이
나 행정 상의 실질적인 권한이 해외와 국내 선교
국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나마 여성국 소유의 국
내 선교기관에 대한 재산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
됐지만, 선대 여성공회 때부터 맡아 해오던 국내
선교기관과 Deaconess program과 해외선교사
지원에 관련된 모든 실무는 선교국으로 이전됨
으로,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안타깝게
도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어지게 되었다. 2012
년 Tampa, Florida에서 있었던 연합감리교회 총
회에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United Methodist
Women)는 총회 산하의 독립된 Agency로 승인
되었다. 이제 독립기관으로서의 연합감리교회 여
선교회는 새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자
체 내의 변화를 갖게 되었다. 그 동안 함께했던 세
계선교부와는 구조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선교
차원에서는 언제든지 세계선교부만 아니라 총회
다른 부서와도 연대하여 일하게 된다. 예전의 여
성국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기구라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 독립하기까지는 80만 회원들의
간절한 기도와 양측 실무진들의 철저한 준비와 신
중한 공동의 작업이 있었다. 독립해 나온 데에는

선교학교와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지도력을 개
발하고 문서나 잡지, 또는 그 외의 최신 정보망
을 이용해(Website, UMW Online, Facebook,
Twitter, YouTube) 회원들 간의 교류를 증진하
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선교회의 사명을 다 하
고자 힘쓴다.
1993년, 여성국은 Baltimore 연회에 속한 김
혜선 목사님을 Consultant로 모시고 한인연합감
리교회 여성들을 위한 전국 지도자 훈련을 최초
로 실시하였다. 그 이후 여성국은 여러 차례 한인
여성들을 위한 지도자 훈련 세미나를 재정적으
로 후원해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도움없
이도 한인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독자적으로 훈
련을 진행할 만큼 성장하였다. 그동안 수많은 한
인 여선교회 회원들이 이 훈련을 거쳐갔다. 해마
다 계속된 전국 훈련은 한인 여선교회(KUMW)와
한인 이민교회(KUMC) 안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
넣었다. 나도 지난 20년 동안 한인들의 전국 훈련
은 물론, UMW 연회의 모든 모임에 기회 닿는 대
로 참석하였다. 바쁜 일상 중에도 내게 신바람을
안겨준 것은, 주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나를 하나
님의 선교에 불러 주셨다는 것과, 주위의 많은 일
꾼들을 모아 주셔서 서로 돕고 배우는 기회를 주
셨기 때문이다. 배움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밖으로 나도는 나를 마다않고
오히려 외조하는 남편으로 변화시켜 주신 모든 것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에 참
여해주신 여선교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모
금된 기금으로 2013년 9월 26-29일까지 실
시된 전국 지도자훈련의 참가자들과 Young
Women의 장학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금운동은 계속 됩니다. $1,000 모금운동에
참가해 주신 여선교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1993년부터 2
년마다 전국 지도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전국 한인여선교회는 전국 지도
자훈련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
여 국내에서 지도자훈련, 국외에서는 아시아 전
도부인 사역을 실시하여 또 다른 선교의 열매
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
을 위해서는 전국 지도자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1,000 헌금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
자로 훈련 받은 한인여선교회 1세와 2세 여성
들은 인생의 어두움 속에 사는 여성들과 아동들
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통해 희망을 주는 제 2
의 볼드윈이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선교의 열
정을 가진 우리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고 변
화하는 세계 속에서 양측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
적 자원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선교에 임하
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2012
년 장정 1326항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
금은 자원약정금, 헌금, 기증금, 유증, 유산, 연
금, 혹은 특별집회를 통하여 수납된 금액으로 충
당한다. 이 기금들 중 개체교회 여선교회에 필요
한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기금은 여선교회 조직을
통해 여선교회 전국기구에 보내진다.”
미 전역에서 80만 회원이 정성껏 모은 기금, 2
천만 불의 연간 예산은 여선교회가 계획하는 100
여 개의 국내선교기관을 비롯해, 80여 개의 해
외 여러 나라의 여성,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선
교에 쓰여지고 있다. 나날이 변화하는 현 세대에
발 맞추어 여선교회 전국기구는 보다 많은 젊은
여성을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으로 키우고 있다.

들이 너무도 감사하다. 도와주는 남편 덕분에 나
는 마음 놓고 여선교회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UMW와 함께 한 지난 25년, 그동안 임원으로
10년, 여성국 이사로 8년, 여선교회(UMW) 전국
회장으로 4년을 일했다. 그간에 여러 선교 현장
을 둘러보며 배운것 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은
“Ubuntu”이다. Zulu, Africa말로 “I am here,
because you are here.”이라는 뜻인데,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던지 Ubuntu를 떠 올리면, 자연
스럽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
그동안 UMW를 통해 얻은 교육과 훈련은 개체교
회를 섬기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고, 누구든지 나
를 필요로 할 때 선듯 나설 수 있음은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UMW에서 함께 나누고 자란 세월이 마냥 귀하
고,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지금이라도 주님 부르
시면 “Ubuntu“하고 선듯 따라나서리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눅 1:37,
표준 새번역)

금하여 전국 지도자훈련을 통해 선교의 새 역사
를 써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매달 $45 또는 1년에 $500을 2년 동안 전국연
합회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전국연합회는 501C의 비영리기관으로 가입되
어 있어서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heck 발행: NNKUMW
• 주소: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문의: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
914-473-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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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아-워싱턴연회, 한국의 남부연회와 협약 재확인
수성의 이해와 존중을 키워간다.
• 복음전도와 정의와 자비의 사역을 통해(개인과 사회의) 성서적
거룩함을 전하는 공통적인 웨슬리의 전통 위에 세운다.
• 서로에게 배우고, 두 연회와 세계의 공통적인 제자훈련과 선교
전략의 개발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능력을 강
화한다.

두 연회가 노력하는 사항은:

130여 년 전 지금의 Lovely Lane 연합감리교회로 이름이 바뀐
교회의 John Goucher 목사는 한국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비전을 가졌다. 2014년 7월 15일 Goucher 목사의 유산으로 이어진
볼티모아-워싱턴연회의 22명의 영적인 후손들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의 남부연회와 파트너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한 사람
의 의지로 인해 훌륭한 교단의 전통을 이어가는 한국에 지금 우리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산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순
간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우리는 이
파트너십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는 또 다른 유산을 만들기 위해 이제 앞으로 나아갑시다.”라고 볼티
모아-워싱턴연회의 Marcus Matthews 감독은 말했다.
Matthews 감독과 감리사회 그리고 연회의 대표들이 대전에 있
는 남부연회를 방문하여 2002년에 두 교회로부터 시작된 파트너십
을 세웠다.
“‘우리의 유산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다.’라는 말처
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과 우리의 파트너십으로 인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Matthews 감독은 참석자들에게 문
화교류와 선교와 사역의 세계적 이해 증진을 통해 젊은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 파트너십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강조했다.

이 협약은 양쪽의 연회에:
•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문화 역사 그리고 영성에 대한 서로의 특

• 두 연회와 세계에서 보다 깊은 이해와 서로의 문화와 사역의 존
중을 위한 청소년, 젊은이, 평신도와 목회자 리더십 교환방문
을 조성한다.
• 교환방문과 한국과 미국에서 열리는 서로의 연회에 참가하여
서로 존중하는 문화 안에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서로의 배움
을 심화시킨다.
• 서로의 연회에게 도움이 되는 상대 연회의 특별한 분야의 사역
과 선교에 대해 알아본다.
• 한쪽이나 양쪽 나라 또는 제 3국의 사역과 선교의 파트너십 가
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 제 3의 장소(중국, 몽고, 짐바브웨이, 러시아 등)에서 함께 제자
화 훈련, 교육, 준비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 우리의 존중하는 문화 속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이 자라고 강
화되는 가장 좋은 배움 활동에 중점을 두어 양국에서 열리는 세
미나, 워크숍, 수련회 등을 함
께 지원한다.
• 교회성장이나 선교교육의 이벤
트를 함께 참여하고 배움과 적
용에 대해 논의한다.
이 파트너십은 여러 문화에서 온
사람들 간의 관계로 인해 풍성해진
세계적인 연합감리교회라는 Matthew 감독의 비전 위에 세워졌다.
볼티모아-워싱턴연회는 짐바브웨이와 러시아의 Black Soil 지방
회 등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프에르토리코에 있는 교회들과 4
번째의 파트너십을 계획하고 있다.
남부연회의 한양수 감독은 협약예배에서 “전쟁 때 미국과 한국이
함께 피를 흘렸던” 때를 상기시켰다. “우리가 북으로부터 침공을 받

았을 때 우리의 자유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엔의 나
라들이 우리를 그 위협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한 감독은 지난 5월 남부연회의 대표들을 맞아 주었던 볼티모아워싱턴연회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한 양 교회의 사람
들이 세계에 빛이 되도록 노력하는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감
독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말하며 시편 133편의 구절을 인용하였다.
남부연회는 23개의 지방회, 581개 개체교회, 987명의 목회자와
12만4백 명의 등록교인이 속해 있다. 이 연회의 모토는 “올바른 신
앙을 통한 생명구원”이다.
“숫자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남부연회의 국제
관계 디렉터 김낙환 목사는 말했다. 좀더 진실되고, 좀더 그리스도
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성령을 통
해 튼튼합니다.”
한국방문의 일정 속에 볼티모아-워싱턴연회 팀의 여러 교회들과
박물관들, 대학들, 그리고 문화지역 등을 방문일정이 있었다. 이 방
문은 Central Maryland 감리사이며 감리사회 주임인 박종우 목사와
총회고등교육사역부 디렉터이며 볼티모아-워싱턴연회 소속 목사인
박희로 목사가 인도하였다.
Washington East 지방회 감리사인 Rebecca Iannicelli 목사는
“나는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파트너십과 그 가능
성들에 관해 아주 새로운 이해를 얻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7월 16일 수요일에는 대표들이 서울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을
방문하여 부감독 Maidstone Mulenga 목사가 볼티모아-워싱턴연
회를 대표해서 신학교에 1만 불을 기부하였다.
Melissa Lauber | 볼티모아-워싱턴연회 Director of Communications

태풍 라마순 영향으로 Global Young People’s Convocation 참석자들 대피

편집자주: 이 기사는 United Methodist News
Service 기사를 편집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5일 밤 필리핀 동부 연
안에 상륙한 강력한 세력의 태풍 ‘람마
순’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고 있

다. 필리핀 지역에서는 ‘Glenda’로 알려
진 태풍 ‘람마순’으로 인해 연합감리교
회 총회제자훈련부(GBOD)의 주관으로
태풍의 영향권 지역인 Tagaytay에서
열리고 있었던 Global Young People’s
Convocation의 참석자들이 머물렀던

일부 호텔도 피해를 입었지만, Convocation 참석자들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였다는 소식이다.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태풍은
Convocation 참석자들을 한밤중에 깨
웠다. 뉴스에 따르면 허리케인의 카테고
리 3과 비슷한 위력을 나타낸 이번 태
풍으로 인해 그 지역의 수 천명이 대피
하였다.
Convocation 참석자들은 각 건물
의 일반 회의실에 모였다. 그들은 서로
를 도와주고 격려하며 이른 새벽까지 찬
양과 기도를 함께 했다. 그들은 그 지역
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태풍의 눈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
는 행사를 안전한 중앙빌딩으로 옮겨 진
행하였다. 다른 건물들은 지붕과 창문
그리고 바닥에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해로 참석자들 중 일부는 다른 호텔로
숙소를 옮겼다.
총회세계선교부 부총무인 정쥬디 목
사는 “수양관 여러 건물의 지붕들이 날
아갔습니다. 우리가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짐을 가지러
다시 호텔로 돌아갔을 때 지붕이 날아
가고 천장의 조각들이 침대 위로 떨어
져 있었고, 방은 침수되었습니다. 우리
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안전할 수 있
었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라고 페이스
북에 올렸다.
“모두는 안전합니다. 저희 팀은 앞으
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라고
Young People’s Ministries의 책임을
맡은 Mike Ratliff는 전했다. 전 세계에
서 온 300명에 가까운 대표들은 센터의
‘이사야홀’에 모였다. 자원봉사자들이 음

식도 제공하였다.
책임자 중 한 사람인 Steve HorswillJohnston에 따르면 하수 시스템도 고장
이 나고 전기도 산발적으로 정전이 되
었다. Hope Morgan Ward 감독은 젊
은이들과 안전한 방에서 오전 내내 함
께 있어 주었다고 했다. 필리핀 중앙연
회 감독회의 회장인 Rodolfo Juan 감독
은 “모두가 안전할 것이며, 더 안전한 장
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라고 말했다.
태풍 람마순은 18일 오전 경에 중국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Global Young People’s Convocation
은 Tagaytay에서 마닐라 근방의 Island
Cove로 옮겨 진행되었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UMNS,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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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에 평신도 연회 대표와
뉴잉글랜드 연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연
회 주제는 “Strangely warmed: formed
by God”이었습니다. 예수 부활 이후 엠
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후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연회 참석자
들도 이런 경험을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잘 준비된 예배들을 통해 제 가슴이 뜨거
웠지만 연회 대표로 참석한 분(박원서 권
사)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회에서 추천하는 교회 개척 launch
pad 워크샵에 참석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연회에서 돌아온 후 연회대표는 4명
의 교인들과 함께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3일 동안의 교회 개척 워크숍에 참석하
였습니다. 그 후부터 매주 토요일 마다
교회 개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였습
니다.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의 열정으로
교회가 개척되는 꿈을 꾸게 되었으니 기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개월
이 지난 7월 13일 주일에 첫 영어 예배가
시작되었고 한인 아내를 둔 백인 Aaron
전도사가 설교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참석자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많은 젊은
이들이 모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많은 한인 교회에서는 2세들
이 모여 영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
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부
모를 따라 교회에 다니다가 대학을 졸업
하면 교회에 돌아 오지 않던가 아니면 영
어로 예배를 드리는 한인교회를 찾습니
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는 영어예배가
있습니다.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도 오래 전 영어 예배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2세들을
위한 영어예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인
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예배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MCM’(Multi-Cultural Ministry)을 시작하면서 한인 2세들만이 아
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다
문화 사역의 꿈을 가지고 있던 한인 아내

와 결혼한 백인 남편이 참여하게 되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4년 전 제가 처음 본
교회에 부임했을 때 37년 역사를 가진
교회에 영어 예배가 없어서 언젠가 영어
예배가 시작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가장
필요했던 것은 2세 혹은 다문화 사역에
열정을 가진 평신도였는데 작년에 이 사
역에 열정을 가진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동안 다문화 사역에 교인들이 열심
을 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보스
턴 시내에는 2세들이 세운 교회들이 여
러 개 있습니다. 한인 2세들이 모이는 교
회도 있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북부보스턴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보스턴 북쪽으로
30-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부근에도 2세들이 많
이 살고 있는데 보스턴까지 운전해서 가
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결과 중고
등학교에 다닐 때는 열심이었던 젊은이
들이 지금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젊은 2세 미혼자들이나 어린 아이를
둔 기혼자들이 집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음
에 드는 신앙 공동체를 찾기란 쉽지 않습
니다. 집 부근에 다니고 싶은 백인 교회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만
족할 수 있지만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되어 영향을
미치는 교인이 되기까지에는 보이지 않
는 많은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만족한 교회를 찾았어도 계
속 교회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신
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공동체를 찾아 나섭니다.
자신들이 사는 곳 부근에 2세들이 찾
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많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MCM이 시작되었는데 가장 큰 도전은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 멤버가 될 만한 사
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
리도 현재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MCM을
이끌어 가는 분들이 한인 1세대입니다.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1세대는 리더십

의 자리를 그들에게 넘겨 줄 것입니다.
아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듯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신앙공동체의 탄생을 도
울 수 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경험하는
또 다른 도전은 재정입니다. 외부에서 강
사나 찬양 사역자가 오면 사례비를 드립
니다. 그 밖에도 필요한 비용을 위해 돈
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인회중 교
우 중 MCM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후원
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회에 ‘Hebrew
11 grant’라는 교회 개척 기금이 있어
신청 중에 있습니다. Grant의 유익은 기
금 자체보다 Grant를 신청하기 위해 미
래의 사역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미
래의 사역 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큰 도
움이 됩니다.
MCM의 비전은 “Touching Lives”
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
수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
고 대답합니다. 예수는 그에게 “가서, 너
도 이와 같이 하여라”(누가복음 10:37)
고 말합니다. 신앙공동체가 시작될 때 가
장 중요한 질문은 “왜 이 교회가 필요한
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교회가 많
은데 또 다른 교회가 시작되는 어느 누구
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없으면 건강하

게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MCM 사역은 다음과 같이 분담
되었습니다. 매월 첫 주는 사도행전 성
경공부, 둘째 주는 예배, 셋째 주는 기도
회, 그리고 넷째 주는 사역 회의입니다.
성경공부는 백인 전도사가 인도하고, 둘
째 주 예배 설교는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설교합니다. 이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셋째 주
기도회는 담임 목사가 인도하고 인도하

을 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을 가르치는 방법을 통하여 영적 자녀
를 재생산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도 꼭 필요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서 미래를 계획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은 미국 내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들이 가장 많

지 못하면 다른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면
서 MCM에 참여하는 카메룬 출신 흑인
전도사가 인도하며, 넷째 주 사역회의는
평신도 연회대표가 진행합니다.
연회에 Grant 신청을 위해 MCM의
교인이 몇 명이 되고 예배 평균출석자
가 얼마가 될 것인지를 예상합니다. 그
러나 숫자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
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대일 제자훈련

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
습니다. 연합감리교회 뉴잉글랜드 연회
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교단과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작하는 다문
화 사역이 우리 한인 2세들에게뿐만 아
니라 연합감리교회와 뉴잉글랜드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동남부연합회
목회자가족 연합수련회 마쳐
2014년 한인연합감리교회 동남부 목회자가족
연합수련회가 Hyatt Place Chantilly 호텔과 와싱
톤제일연합감리교회(정성호 목사)에서 7월 21일부
터 23일까지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개최된 이번 수련회에는 총 25가정 80여 명이 참
석하여 특강과 목회에 대한 나눔의 시간 등을 가지
며 2박 3일 간의 일정을 보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동남부연합회 회장인 정성
호 목사는 초청의 글에서 “목회자가족 연합수련회
는 목회자들의 목회정보 교환과 가족들의 만남의
기회를 통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건강한 목
회자 가정,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번 수련회의 의미를 부여하며 초청하였다. 버지니아
연회의 조영진 감독도 회의 때문에 수련회 참석은 못 하지만 이번 수련회가 버지니아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인
사의 글을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이번 수련회는 첫날의 이철구 목사(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의 특강과 장학순 목사(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 “역이민
시대의 이민목회 & 교단의 동향”이라는 주제의 강연 등을 통해 참석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공동체 프로그램과 목
사와 사모의 중보기도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둘
째 날 워싱턴 DC의 박물관이나 학교를 관광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일부 참석자 가정들은 수련회 일정이 끝난 후에도 워싱
턴 DC에 남아서 25일과 26일에 열린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행진과 기도회’에 참석하였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동남부연합회 회장단으로 회장 정성호 목사, 부회장 백승린 목사, 총무 홍성국 목사, 회계 김형렬 목사 등
이 섬기고 있다.

www.KoreanUMC.org를 방문하시면 소식과 알림, 자료와 정보, 사역과 신앙생활, 기관행사 및 이벤트 안내 등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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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인 여성 목회자 모임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 United Methodist Clergywomen

지난 5월 1-2일 이틀 동안, 한인총회 이후에 약 25여 명
의 여성 목회자들이 모여, 그들 만의 모임을 따로 가졌다.
“Self-care”라는 주제로 강미영 목사와 강혜경 목사가 강사
로 수고해 주었다. 또한, 저녁과 밤 시간에는 Spa(찜질방)에
모여서, 함께 먹고, 웃고, 대화하고, 땀도 빼면서, 스트레스
와 회포를 푸는,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강미영 목사는 근본적인 “self-care”는 스트레스를 받
을 때만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자신의 심리
적 약점을 알고 지속적으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
다. 그래서, 이번 여성 목회자 모임 첫째 날에는 자기애와 리
더쉽(Narcissism and Leadership)이라는 주제에 한정하
여 리더로서의 자기애적 상처를 들여다 보고, 자기애적인 특
성을 가진 회중들과 어떻게 건강하게 교류해야 하는가에 관
해 강의하였다.
강미영 목사는 건강한 자기애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병적
인 자기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증상들을 설명한 후,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즉, 만일 과대적 자기감을 형성한 목
회자가 자아가 약하고 지도자를 이상화하는 회중을 만난다
면 겉으로 보기에는 조화로운 관계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내
면의 아픔을 재강화하는 관계가 되기 쉽다. 반대로 지나친
수치감을 경험하고 연약한 자아 구조를 가진 목회자와 공격
적인 회중과 만난다면
목회 현장에서 격는
스트레스 수치가 매우
높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목회자는 목회
자 자신의 자기애적 특
성을 이해하고 회중의
특성을 이해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회중들이 건강한 자기
애를 가질 수 있도록
목회자가 공감적인 자
긍심을 높이는 칭찬을
해 줄 것을 제안하였
다. 또한 목회자 자신
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
하며 자기를 비우는 종의 형체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날에는, 목회 현장에서 다루기 힘든 교인들과 목회
자와의 갈등 관계를 심리 역동적으로 이해하고 갈등 관계를
치료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
다. 강미영 목사는 회중의 공격성에 목회자가 어떻게 반응하
느냐에 따라서 갈등 관계가 증폭되기도 하고 위기를 극복하

기도 하며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도 한다고 하였다. 개인
의 내면의 아픔이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전제
하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신 역동적 지식을 전달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편집증
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학대하
고 배신하였는가에 집중하는 사람들)과 경계선적 증상을 가
진 사람들(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충동제어가 힘들고 유기불
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며 과대 이상과 과소 평가가 극과 극
으로 반복된다)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병리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원인이 인생 최초의
돌봄 부족(모성적 돌봄)이라고 마무리하면서 모성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여성 목회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첫째 날 오후에는 강혜경 목사가 목회자 가족이 겪는 스
트레스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강의를 이끌어 나갔다.
목회자 자녀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회중들의 관
심의 초점이 되며 목회자의 임지가 옮겨짐에 따라 자녀들의
삶의 상황도 바뀌는 것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며 작은 교회
를 담임한 경우 목회자 자녀들은 부 교역자 역할까지도 감당
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한인 여성 목회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가족들과 가정들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
는지에 관해 서로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고충을 털어 놓는 유
익한 시간을 가
졌다.
비록 짧은 1
박 2일의 일정
이었지만 한인
여성 목회자들
이 목회 현장에
서 겪는 실질적
인 케이스들과
자기 자신의 가
족 이야기를 허
심탄회하게 이
야기하면서 솔
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보람있는 시간
을 가졌다. 아직도 다루고 나누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만 시간이 부족함을 매우 아쉬어 하면서 못다한 얘기들은
내년에 더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하기로 다짐하며 모
임을 마감하였다.
한인여교역자회 회장 박영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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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목회자 새로운 파송지 안내
이름
강진희
강현미
고일선
곽정남
곽지선
권정남
김남석
김선영
김소영
김영동
김영주
김윤기
김윤기
김성찬
김시온
김자경
김재선
김종성
김종일
김진국
김진철
김진형
김창수
김형곤
김혜숙
류계환
박석만
박소환
박영옥
박재우
박홍림
배상철
백명하
송광석
신동훈
신에릭
안병일
양철희
엄성일
염정은
오천의
유미숙
유보현
이 강
이동수
이상학
이선애
이숭무
이우민
이유미
이유자
이재덕
이재명
이종인
이휴재
이희문
장근성
정문희
정인구
정현섭
조명지
조명조
조보린
조성국
조인균
조항백
주은정
최운돈
최동현
최호남
한승리
황유정
황인숙
홍종욱
홍혜성

Jin Hee Kang
Hyeunmee Kang
Il Sun Teresa Ko–Davis
Chung Nam Kwak
Jisun Kwak
Jung John Kwon
Namsuk Kim
Seon–Young Kim
So Young Kim
Steve Young Dong Kim
Steven(Young–Ju) Kim
Yoon Ki Kim
Yunki Kim
Sung Chan Kim
Sion Kim
J. Sandra Bonnette Kim
Jaesun Kim
Jong Sung Kim
Chong Kim
Jin Kook Kim
Jin Cheol Kim
Jin Hyoung Kim
Changsu Kim
James H. Kim
Hye Sook Kim
Keihwan Kevin Ryoo
Seokman Park
Sohhwan Park
Young Ok Park
Jaewoo Park
Hong–Lim Moses Park
Sang Churl Bae
Myungha Baek
Kwangseok Song
Dong Hun Shin
Eric Shin
Byungil Ahn
Cheol–hee(Charlie) Yang
Seong–IL Eom
Jung Eun Yum
Cheon Eui Oh
Clair Wu
Mi Sook Yoo Lee
Bohyun Yu
Kenny Kang Yi
Dong Soo Lee
Sang Hak Lee
SunAe Lee Koo
Sungmu Lee
Woomin Lee
Yoomi Yi
Yoo Cha Yi
Jae Duk Lee
Jaemyoung James Lee
JongIn Lee
Hyujae Lee
Hee Moon Lee
Seok Lim
Peter Keun Sung Chang
Moon–Hee Chung
In Koo Chung
Hyun Sup Jung
Myung Ji Cho
Mying Jo Cho
Bo Rin Cho
Daniel Cho
Brandon Inkyun Cho
Hang–Baek Cho
EunJoung Joo
Oon Don Choi
Dong Hyun Choi
Honam Choi
SeungRi Victor Han
YuJung Hwang
In–sook Hwang
Jong Wook Hong
Hyesung Hong Lee

새 파송지
Winthrop Harbor & North Prairie UMC, IL
Fayette, First–Elgin and St. Paul's UMC, IA
Copake & Crayville UMC, NY
Brooke Road UMC, IL
Delaware Bay District, NJ
Viola & Ladentown UMC, NY
New Hyde Park KUMC, NY
York River Distirct, VA
Bensenville UMC, IL
Zion's Hill UMC, CT
Watertown UMC, CT
Glenbrook KUMC, IL
Trinity UMC, VT
Long Island West District, NY
Korean Jesus–Love UMC, IL
Grace UMC, MA
Jim Falls, Anson, Holcombe UMC, WI
Retire, HOPE 5L2F Foundation, NJ
Calvary UMC (Local Pastor), NJ
Cedar Cliff UMC, NJ
Memphis KUMC, TN
Retire
Worden UMC, KS
Trinity UMC, OK
Brushwood UMC, IN
Korean Evangelical UMC, MN
Korean Community Church of NJ
Columbia KUMC, SC
Sabbatical Leave
St. Andrew's UMC, VA
Mayville UMC, WI
Vermont KAUMC, VT
Mountain View UMC & Pleasant Grove UMC, MD
St. John's UMC, IA
KUMC of Minnesota, MN
First United Church(Big Waters District), MN
Morganville UMC, NJ
McKownville UMC, NY
Agape KUMC, NC
Midland First UMC, MI
Sugar Grove UMC, IL
Church of Covenant UMC, NJ
Barrington UMC, IL
Mansfield KUMC, OH
Extension Ministry
Canaan KUMC, CA
Otterbein UMC, KS
Mt. Salem UMC, DE
First & Wesley UMC, CT
Little Falls UMC, NJ
Bergen Point Community Church, NJ
Starrett Memorial & South Athol UMC, MA
Sarang KUMC, NJ
Calvary KUMC, NJ
The Church of the Good Shepherd, NJ
Galilee KUMC, IL
Trinity UMC, NJ
Lansing KUMC, MI
Retire
Lawrence UMC, KS
Huntington UMC, CT
Korean New Church Start, CA
York Center & Rush Creek UMC, OH
York Center & Rush Creek UMC, OH
Asbury UMC, MI
Island Park UMC & UM Korea Church of Astoria, NY
Morristown UMC, NJ
KUMC of Quad Cities, IA
Washington Grove UMC, MD
Ossining UMC & St. Mathew's UMC, NY
Windham–Hensonville & Ashland Community UMC, NY
Moved to Korea
Houlton UMC & Hodgdon UMC, ME
Lisbon UMC, MD
Carbondale Grace UMC, IL
Grace Vision UMC, MA
Brentwood Community UMC,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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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습니다’ 영문판

‘Longing to Meet You’ 출간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라는 시대적 소명으로 개체교회의 소
그룹사역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헌
신하고 있는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이하
한목협)는 소그룹 목회자료 개발 프로
젝트의 열매로 출간되어 많은 교회들
의 훈련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만나고
싶습니다”의 영문판인 “Longing to
Meet You”를 Cokesbury 출판사를
통해 드디어 출간하였다. 그 동안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포함한 전세계 많은 한
인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 “만나고 싶습니다”는 웨슬리 신학
을 삶 속에서 쉽게 풀어내는 실속있고
수준 높은 소그룹 교재로 자리매김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만나고 싶
습니다”의 높은 관심과 사용으로 웨슬
리 소그룹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자, 영

신간안내

문판 출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점점 커졌고, 이 필요성에 대한 조사
연구와 번역 및 편집 등의 여러 작업을
거쳐 드디어 영문판이 완성된 것이다.
한목협의 회장인 정희수 감독(위스
콘신연회)은 이 책의 서문에서 소그
룹/속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목
회자료가 연합감리교회 전체의 재활
성화를 위한 한인공동체의 귀한 선물
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영
문판 “Longing to Meet You”의 편
집은 류계환 목사(래피드시티한인교
회)가 담당했으며, 출간의 산파 역할
을 맡은 한목협 사무총장 장학순 목
사는 “이번에 출간된 영문판이 한인
연합감리교회 차세대 EM 회중과 전
세계 영어권 교회에서도 폭넓게 사
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onging to Meet You”는 영어를

사용하는 교우들이 훈련교재로 실질
적이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
한 번역과 전문적인 감수의 오랜 준비
작업을 거쳤다.
한어판 “만나고 싶습니다”와 마찬
가지로, 영문판 “Longing to Meet
You”도 인도자용 교재와 참가자용 교
재의 두 종류로 출간됐다. 인도자용 교
재에는 성공적인 소그룹 진행 방법, 웨
슬리 은총 신학에 뿌리를 둔 교재의 구
성원리, 살아 숨쉬는 적용 질문을 끌
어내는 방법 등 소그룹 리더가 꼭 알
아야 될 핵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
해 놓았다. 참가자용 교재도 피상적인
말씀 묵상이 아닌, 삶과 말씀이 접촉점
을 찾는 구체적인 묵상을 위한 로드맵
을 담고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영문판 교재
‘Longing to Meet You!’가 이제 독

김영봉 목사의 첫 순례 묵상집

“팔레스타인을 걷다”

와싱톤한인교회 김영봉 목사의 순례
묵상집 “팔레스타인을 걷다”(출판사:
InterVarsity press)가 발간되었다. 팔
레스타인 순례를 마치고 여정에 대한 느

낌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김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가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다녀와서
10주 동안 연속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문을 보완하여 몇몇 사진들과 함께
책으로 엮었습니다. 순례길에서 쓴 시
들(‘시’라고 이름 붙이기에 부끄럽지만)
도 몇 편 넣었습니다. 괜히 종이만 낭비
하는 것은 아닌가하여 주저했습니다만,
매년 4만 명 정도가 팔레스타인을 찾는
다 하니, 혹시 안내가 될까하여 용기를
냈습니다.”
전 요르단 선교사 김동문 목사는 “성
경의 땅에서 새로운 시선을 경험한 저
자가, 새롭고 깊은 묵상으로 우리 눈길
을 하나님의 눈길로 이끌어준다.”라고

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한목협
에서는 “Longing to Meet You” 보
급을 위해 우선 오는 5월 중에 한인교
회 EM 교역자들을 위한 소그룹 리더
훈련 세미나를 김한성 한인선교총무의
주관으로 로스엔젤레스 지역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각 연회의 요청에 의해 연회 리더들과
영어권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도 제공
될 것이다.
“Longing to Meet You” 교재 구입

및 훈련세미나에 관한 문의는 한인목
회강화협회 사무실로 하면 된다.

한인목회강화협회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Paul H. Chang)
475 Riverside Dr. Room 1475
New York, NY 10115
pchang@umcmission.org
☎ 212-870-3864
자료제공: 한인목회강화협의회, NY

2015년 연합감리교회
공식 프로그램 달력
특별할인 기간 안내

평을 했다. 출판사의 리뷰에 따르면 “남
은 목회 임기 십 년을 앞두고 개인적으
로 중요한 변화와 모색의 시점에 당도
했음을 자각한 저자 역시 이 같은 열망
을 가지고 순례 여행길에 올랐고, 개인
적으로 깊은 충격과 영적 영향력을 받
고 돌아왔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가
때마다 깨닫고 묵상한 내용들, 전율했
던 경험들이 책 곳곳에 오롯이 녹아있
다.”라고 평가했다. 김 목사는 순례집에
서 “나는 이 글을 통해 성지순례를 제
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도록 돕
고 싶었다. 물론, 굳이 성지순례를 하지
않아도 이 책은 순례자의 마음을 알게
해 줄 것이다. 우리 인생길 자체가 순례
이므로!”(p. 8)
연합감리교회공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연합감리교회 프로그램 달력’(영어)
이 올해에도 발행되었다. 포켓 사이즈, 벽걸이, 책상용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행
된 이 달력에는 연합감리교회의 주요 정보와 관련된 각종 절기와 행사 등이 기
록되어 있어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 등 개체교회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 프로그램 달력’ 발행과 함께 연합감리교회공보부에서는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8월 31일 이전에 달력을 구매할 경우에 10%의 특별할
인 혜택을 준다. 이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UMC Store)
에서 프로모션 코드 ‘CAL15EP’를 치고 구매하거나 이메일 csc@umcom.org 또
는 연합감리교회공보부 고객서비스 888-346-3862로 8월 31일 이전에 연락하
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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