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가 되는 길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
실버사역 ‘토요소망카페’

가족 무숙자 사역 ‘Family
Promise’를 통한 지역사회 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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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여선교회
전국 지도자 훈련
9월 24~27일
● 주제: 선교하는 여성들
● 장소: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 참가자격: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 선착순 130명
① Young Women 20명(고등학교 이
상의 UMC 소속의 여학생)
② 선착순 등록이므로 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등록비: $300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비 포함)
● 등록 마감일: 2015년 6월 30일
● 장학금
① 여행경비 장학금: 비행기 요금
(혹은 자동차)의 50%, 또는 최
대 $150까지, 훈련이 끝난 후에
드립니다.
② 여행경비 장학금을 Young Women
을 위한 장학금으로 헌금하시면
우리의 2세 여성들을 미래의 여
선교회 지도자로 양성할 수 있
는데 기여하시게 됩니다(세금공
제 됩니다).
③ 40세 이하 젊은 여성 장학금: 여
선교회의 지도자 자질이 있는 40
세 이하의 젊은 여성, 등록비 중
$200을 훈련이 끝난 후 돌려드립
니다.
④ 어머니와 딸을 함께 초청합니다.
Young Women은 등록비를 장학
금으로 드립니다.
● 등록하는 방법과 보낼 곳
① 신청서와 등록비를 김경숙 권사님
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Kungsook Kim
75 Winter Lane
Hicksville, NY 11801
(Home) 516-520-0146
(Cell) 516-643-1855
kyungkim213@gmail.com
② 등록비 check는 payable to
“NNKUMW”
③ 등록하신 분들에게 자세한 프로
그램 소개와 여행 안내를 보내겠
습니다.
● 문의: 김명래 총무
914-473-7401
mrkim81@gmail.com
참조로 www.nnkumw.org에 들어가면
전국지도자훈련 안내와 신청서를 다운로
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5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 푼타카나에서 있
었던 2015년도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
대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연합
감리교회에 속한 한인교회가 연합하
여 선교지를 방문하여 “함께 하는 선
교, Mission Together”라는 주제로 현지
에서 개최하는 단기선교를 겸한 선교대
회가 올해로 세 번째였는데 올해에도 미
국 내 10여 개 주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12세 어린이부터 85세의 어르신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100명이 넘는
많은 교인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사역자들(통역,
운전, 현지안내 등)이 참여하여 비록 짧
은 일정이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
사역에 대한 배움과 나눔, 그리고 섬김
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대회를 푼타카나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각 교회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모이기 시작한 선교대회가 3년 전부터
선교 훈련을 위한 모임만이 아니라 선교
지 현장을 방문하여 섬기는 기회도 함
께 얻는 모임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이
를 위해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하며 아침저녁으로는 집
회도 할 수 있는 시설과 가까운 주변에
방문하여 섬길 수 있는 선교지가 있는

2015 선교대회 단체사진

지역을 물색하다가 마침 도미니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푼타카나가 최적의 장
소라고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참가자들을 위한
숙박 및 집회 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은 그동안 한 번도 선교팀들이 방문한
적이 없어서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실시
하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대한
반응과 효과는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놀라웠습니다. 이번에도 지역 TV 방송
국에서 우리 사역을 소개
하고 참가자들과의 인터
뷰를 정규방송으로 보도
하기도 했습니다.
대회 기간 매일 이른
아침 다 같이 모여 기도회
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곧바로 소속
한 팀원들과 함께 해당 사
역지로 나가서 오후 늦게
까지 섬기는데 올해도 예년처럼 참가
자들의 재능과 희망에 따라 의료진료
팀, 어린이 전도를 위한 VBS팀, 건물보

수팀으로 나누어 사역을 감당했으며 올
해 처음으로 현지 목회자를 위한 단기
목회세미나 사역도 새로 추가로 감당하
였습니다.
올해 어린이 전도팀은 순
회공연팀을 포함하여 모두 5
개 팀으로 구성되어 지역 교
회를 섬겼는데 언제나 그렇듯
이 교회마다 많은 어린이들
이 모여 참가자들과 함께 즐
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
다. 의료사역은 치과팀을 포
함하여 모두 3개 팀으로 나
누어 진료사역을 감당했는데, 85세 되
신 할머님 의사 장로님께서 진료하시는
모습은 그 모습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건물보수팀은 모두 4팀이 네 군데 교
회로 파송되어 콘크리트 바닥공사, 시
멘트벽돌 쌓기, 건물페인트 작업 그리고
예배실용 장의자 제작 등의 사역을 감
당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현지 목회자
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목회자

훈련에는 대회에 참석하신 8명의 목사
님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별로 준비한 강
의를 했는데 처음 열리는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명 정도의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참여하였을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
켜달라는 간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전부터 오후까지의 선교지
사역을 마치고 매일 저녁에는 영성집회
를 가졌는데 첫날에는 성찬예배를 겸한
개회예배와 사역별 오리엔테이션을 가
졌고 둘째 날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역
하시는 장영관 선교사님의 말씀 나눔
과 중남미 신학교 이사로 수고하시다가
이번에 온두라스에 full time 의료 선교
사로 가시는 배성호 목사님의 파송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며 셋째

날에는 도미니카와 쿠바에서 사역하시
는 전재덕 선교사님의 선교 도전의 말
씀과 연합감리교회 총회세계선교부에
서 아시아 선교를 담당하는 김명임 목
사의 선교보고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
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는 선교축제로 청
소년들의 찬양과 연극, 그리고 참가자
들의 간증과 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
님께서 허락하신 섬김과 나눔의 귀한
기회를 감사로 마쳤습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협의회 회장, 이승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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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위원회

August 2015

2015년 8.15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 기도문
2015 8•15 South and North Koreas’ Joint prayer for Peaceful Reunification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모
진 박해를 견뎌낸 이 날, 우리 민족은 해방의 노래를 불렀
습니다. 가슴으로 부른 그 노래들은 남과 북, ‘평양과 서
울’ 어디에서나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그날의 함
성이 심장에 메아리치는데, 지금 우리는 일제 강점기 못지
않은 증오심을 품고, 적대적인 분단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올해로 분단 세월이 7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간 유대인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자기 조국으로
귀향했는데, 우리는 곧 오리라는 통일의 소망조차 품지 못
하고 살아갑니다. 식민지 시대에도 임의로 오갔던 육로도,
철도도, 뱃길도 지금은 모두 막혀있습니다. 벌레와 짐승,
풀씨와 나무 열매도 남과 북에 갇힌 채, 부자유한 채 지낼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그 날의 해방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삼천리금수강산 온 누리에서 통
일의 합창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하늘과 땅이 한결같듯 70년 동안 이 땅을 둘러싼 강대국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압박합니다.
종종 평화의 중재자 노릇을 기대했지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뿐입니
다. 최근 미국과 일본 간 군사동맹은 점점 강화되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 동맹의식이 공고해 집니다.
군비 경쟁을 일삼고, 군사 협력을 추진하면서 다시 위기를 부채질합니다. 이 민족이 스스로 살 길은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며, 함께 화해와 협력을 높이는 일인데 미련한 우리는 담을 더욱 견고히 쌓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70년을 기다려온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온전한 평화를 소망합니다. 70년 동안 반복되어
온 갈등과 대결의 역사를 속히 끝내기를 소원합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 흰옷 입은 우리 민족이
동아시아와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일치와 평화로운 통일을 통해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기대합
니다. 화해의 소문이 동해와 서해 사방으로 물결치고, 평화의 소식이 백두산을 넘어 유라시아로 제주
도를 건너 태평양으로 큰바람 되어 퍼져나가기를 꿈꿉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꼭 이루어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남과 북의 교회가 한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삼
으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화해의 전달자가 된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나와 우리 모
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고후 5:18)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
도드립니다. 아멘.

Lord who oversees our history!
This year, we face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On the day when we passed beyond the bitter persecution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our people sang a song
of liberation. The song from our deep hearts flowed down like
a stream of tears from everywhere South/North, North/South,
Pyongyang/Seoul and Seoul/Pyongyang. Today, the roar of that
day echoes through our hearts, however, we have been living
with as much hatred a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ith our
hostile divided state. Oh Lord have mercy on us!
Lord of Comfort!
It’s been 70 years since we were divided. Although the Jews,
who were taken captive to Babylon, returned to their home
freely as prophesied; we are living without embracing the hope
of Reunification that we had expected would come soon. Now
all land routes, railroads and seaways are blocked despite having traveled them more freely under Japanese colonial era. We
live in nothing but an unfree situation in which bugs, animals, seeds, and the fruit of trees also are confined
in South and North / North and South. Oh Lord, let the liberation of that day live in our hearts again. Let us
prepare our song in a chorus of reunification from all over the world.
Lord of Peace!
Like the unchanging sky and land, strong nations surrounding this land have been continually pressuring
us, the same as it had ever been, for 70 years. We, sometimes, expected them to come in the role of a mediator of peace, however, militarily and economically they have considered their own advantage first. Recently a
military alliance between the US and Japan has been strengthened, and an alliance between China and Russia
has stabilized. They fan the flame of crisis by perpetually competing in an arms race by promoting exclusive
military cooperation agreements. The way that our people can survive by ourselves is to hold exchange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o be reconciled, cooperating together; however, we are foolishly reinforcing
our dividing wall even more. Oh Lord, change our minds and help us to repent of our sin.
Lord of Mercy!
Waiting for 70 years, we hope the complete peace of the Lord will be manifest in this world. We eagerly
wish that our history of conflict and fighting which has been recurring for 70 years will soon be over. Brother
and sister shared one same blood; our people, who (traditionally) wore the white garments, expect to recover
our high dignity through beautiful union and peaceful reunification in East Asia and the world. We are dreaming that news of reconciliation will ripple through the East Sea and South Sea all around us, and that the news
of peace be a great wind gusting out to Eurasia passing over Mt. Baekdu and to the Pacific Ocean passing over
Jeju Island. Oh Lord, please fulfill our hopes without fail.
Lord who makes one!
At This moment when South and North / North and South are praying for reunification with one heart, make
us into apostles of peace. Just like Jesus’ disciples, who became messengers of reconciliation after overcoming
all fear, let all of us who were called as Christians be able to fulfill the duties of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We pray in Jesus name, the one who achieved victory over death on the Cross, was resurrected, and gave
us eternal lif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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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가 되는 길
이 기사는 Interpreter 매거진 2014년 9/10월호의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당신은
리더십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
들은 당신이 그들의 신앙 여정
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 신뢰합
니까? 당신이 안수사역을 따르
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습
니까? 당신은 일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
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
신을 목회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여정에서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
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신을 잘 아는 지인들,
특히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The Christian as Minister를 읽고 목회자
와 논의합니다. 이는 목회자가 되는 것에 무
엇을 수반하는지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그리고 특히 연합감리교회에 관해 배울 수 있
습니다”라고 총회고등교육사역부 안수, 멘토
링 그리고 연회 관련 디렉터인 Meg Lassiat 목
사는 말한다.
또한, 웹사이트 www.explorecalling.org/
am-i-called를 이용해 본다.
당신의 목사나 캠퍼스 목사는 당신이 안수
후보자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
해 줄 지방감리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가받은 안수사역 후보자(1년에서 12년까지)
 신학대학원 필수 교육과정을 시작하거나
계속 진행한다.
 정기적으로 멘토를 만나고 일 년에 한 번
지방사역위원회와 만난다.

플로리다연회 안수예배 모습

인가받은 안수사역 후보자(certified candidate)가 되려면:
 The Christian as Minister(www.cokesbury.com)를 읽는다.
 연합감리교회 등록교인이거나 연합감
리교회 관련사역에 일 년 이상 소속되
어 있어야 한다.
 교회와 지방감리사로부터 안수 후보
자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승인을 받
는다.
 안수 후보자 멘토링 과정에 참여한다.
 지방안수사역위원회와 만나 당신이 받
은 소명에 관해 얘기한다.
 만약 지방안수사역위원회가 당신이 다
음 과정으로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가 당신을 인가받은 안
수사역 후보자로 심사하게 된다.

준회원(2년부터 8년까지)
 사역에 관한 자격증을 받는다(집사 또는
목사).
 감독에 의해 파송된 곳에서 사역한다.
 다른 준회원들과 함께 훈련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교육
 목사(교회 목사 또는 군인 목사 또는 그
외의 목사직)는 연합감리교회 목회자 양
성이 승인된 신학교에서 목회석사 학위
를 받아야 한다. 신학교 안내는 www.
gbhem.org/seminaries 참고
 집사(정의사역, 교회의 전문분야 사역 즉
기독교 교육 또는 음악 사역자, 군대
이외 사역 등)는 목회학 또는 신학
또는 전문분야 석사학위와 함께 모
든 목회자들의 필수과목인 기본 신
학대학원 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커미션(Commissioning)
 교육과정의 절반 정도는 이수해야
한다(일부 연회는 후보자가 모든 교
육과정을 마칠 것을 요구하기도 한
다).
 지방사역위원회에 준회원이 되기
위한 심사에 추천을 신청한다.
 지방사역위원회의 승인 이후 연회안수
사역부의 심사와 함께 과정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인터뷰, 문서작성 등등)을 끝내
야 한다.

안수
 준회원으로서의 필수과정을 마친다.
 연회안수사역부가 심사를 한다(인터뷰,
문서작성, 전과자 조사와 신용 조사, 그리
고 연회안수사역부가 요구하는 다른 필
수사항들).

안수를 받게 되면 당신은 목회자로서 연
회와 연회의 목회자들과 평생의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파송지에서 사역하는 것
과 함께 당신은 끊임없이 신학적 영적인 개
발에 전념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The Women of Color Scholars 프로그램 40번째 졸업생
총회고등교육사업부(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Women of Color Scholars 프로그램은 2014년에 25주년을 맞이

Ministry, 이하 GBHEM)의 the Women of Color 멘토링 프로그램

하였다. 실제로 박사과정 학생들에게는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삶

장학금 혜택을 받고 최근에 졸업한 이아현 박사는 학위 취득의 기

의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쁜 소식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다.

The Women of Color Scholars 프로그램은 유색인종 여성들

“나의 박사학위 과정을 돌아보면, ‘the Women of Color 멘토링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의 해결방안으로,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 다 끝낼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

수준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하고, 또한 연구하고 글을 쓸 수

칠 때마다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며 응원해주었고, 확신이 없을 때마

있는 유색인종 여성들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

다 믿음을 가지고 응원해주셨던 멘토 교수님들이 늘 제 옆에 계셔

다. 나아가서 신학교육에 유색인종 여성들의 필요성을 교회 전반

주셨습니다. The women of Color 프로그램은 저 자신에 대한 과

이 인식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he Women of Color Scholars

거의 생각들을 깨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해하도록 이끌어주었고 미래의 나를 꿈꾸게 도와주었습니다. 지

The Women of Color Scholarship 프로그램을 후원하시기

금 생각해보면 멘토 교수님들 없이는 박사과정을 끝낼 수 없었을

원하시는 분은 GBHEM, Scholarship Office, PO Box 340007,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졸업식-이아현 박사(오른쪽)와 그의 멘토 앤조 박사

GBHEM은 멘토들과 어드바이져들을 통해 이아현 박사 같은 학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많은 박사과정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생들을 25년이 넘도록 이끌어주어 왔다. 많은 학자들은 어드바이

그 과정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앤조 박사 같은 멘

져가 되어 학생들과 경험을 나누고 함께 해왔다. 2003년에 졸업한

토들에게 나는 찬사를 보냅니다.”

앤조(Anne Joh) 박사는 이아현 박사의 멘토이자 어드바이져가 되
어 그녀의 학위과정에 함께 해주었다.

Nashville, TN 37203으로 체크를 보내주시거나, 온라인 www.
gbhem.org/wocdonate으로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http://www.gbhem.org/
article/women-color-scholars-program-celebrates-its-

신학과 종교학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연합감리교 유
색인종 여성들을 위한 GBHEM의 장학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인 The

40th-graduate#sthash.M3XmsRKH.dpuf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
니다.

GBHEM의 Loans and Scholarships의 디렉터인 Allyson Collinsworth는 “우리의 프로그램 멘토들의 지도는 정말 값을 따질 수

자료제공: 총회고등교육사업부 |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4

개체교회 사역

August 2015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 실버사역

‘토요소망카페’
송계영 목사 |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 CA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는 가장 오래된
이민교회이다. 올해 9월에 112주년이 되니 한
국인 이민역사와 함께해온 세월이 참으로 길
다. 더는 이민자들이 늘어나지 않는 이민교회
현실로 고령화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교회가 겪
고 있는 문제들이다.
2011년 7월에 교회에 부임하고 난 후에 교
회역사를 알아가면서 새롭게 목회철학으로 다
가온 것이 바로 연로하신 분들을 향한 마음들
이었으며 세 가지 이분들에 대한 사역의 이슈
들이 마음속으로 다가왔다.
하나는 지금 이민 1세대로 살아오신 연로
하신 분들은 이민의 역사를 써오신 분들이라
는 것이다. 본래 샌프란시스코에는 하와이 사
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들이 오기 전부터 50여
명의 인삼장수 유학생들이 있었고 또한 하와
이를 거처 미국본토로 오는 관문으로서 샌프
란시스코는 이민자들이 늘어왔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독립운동과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힘써오신 이민 3세대 자녀로부터 4~50년대 이
민 오신 분들이 많다. 많게는 60년 이상 미주
이민 사회와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 오셨다. 이
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노후를 존엄하게 보내
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이민의 세대가 많이 지나
고 낯선 미국에서 살아오셨어도 고향에 대한 그
리움, 한국인으로서의 DNA는 사라지지 않는 것
을 알았다. 미국생활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고
향에 대한 향수 그리고 문화의 언어의 장벽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회성의 문화 행사와 지역 한
인사회의 활동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

요한 요소들은 사역의 동기 부여, 팀원 간의
신뢰와 화합, 정보의 공유, 그리고 쇠진(burnout) 방지였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팀 모임
그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팀 단합대회나 팀
수련회를 긴 시간 동안 교회 밖에서 모인 것
이 더욱 큰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
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토요소망카페’를 위
하여 4번의 팀미팅과 1년에 2번 팀 단합대회
및 수련회를 가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다져진
팀워크는 사역을 위해서나 교회의 여러 다른
부서를 위해서나 큰 힘이 되고 있다.

았다. 그리하여 가장 가까이 지내는 분들에게
부드러우면서도 평화로이 그들을 위한 지속적
인 사역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았다.
세 번째로 이민자들은 모두가 외로운 사람
들이다. 나이가 들면 자식이 떠나고 젊은이들
은 부모가 머나먼 조국 땅에 계시거나 먼저 하
늘나라로 가셨다. 연로하신 분들의 사역에 젊
은이들이 참여하면 외로움과 쓸쓸함은 물론
살아있음의 경의감과 존엄성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모든 이민교회가 젊
은이 세대로의 전환을 꿈꾸지만, 기존 세대와
의 존경과 경외와 함께 가면 이민교회는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실버사역의 비
전을 제시하였고 임원회와 모든 교우가 동참
하여 ‘토요소망카
페’를 오랜 준비
와 기도 가운데
준비하여 시작하
게 되었다.
지난 2014년
시카고에서 연합
감리교회에서 은
퇴하신 정은해 목
사님이 오셔서 실
버사역 코디네이
터로 기꺼이 섬겨
주심으로 더욱 활
력을 얻게 된 이
사역이 처음에는

어떤 양상으로 펼쳐져 나갈는지 모르면서 시
작을 했지만, 한 해가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서 보면 이 사역은 많은 분께 사랑을 받고 교
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사역으로 확실하
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실버사역 ‘토요소망카페’가 정착하기까지
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
고 진행되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특별히
실버사역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경험
을 나눔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 준비과정
1. 목회철학에 동감하는 헌신적인 봉사자
팀을 만든다.
먼저 목회 비전을 제시하고 임원들에게 함
께 나눈 후에 전 교인에게 사역의 중요성과 내
용을 설명하여 헌신된 봉사자를 모집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사역의 일환으
로 지속적으로 헌신할 분들을 모집하는 일이
었다. 첫 모임에서 30여 명이 모였고 지속적
인 기도회와 준비 모임을 통해 15명 정도의 헌
신된 팀이 구성되었다. 일단 팀이 구성된 후에
는 팀 모임을 여러 차례 가지며 한 사람이 주
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열린 소통의 방법으로
사역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느리지만 이 방법
이 훨씬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사역 프로그램
첫 모임을 하기 전 팀 모임을 여섯 번이나 가
졌다. 무엇보다 먼저 팀을 세워나가는 데 중

2. 분명한 사역의 원칙을 가지고 섬긴다.
‘토요소망카페’는 모일 때마다 성경의 가르
침을 근거로 한 사역의 원칙을 나눈다. 교회
의 모든 사역은 성경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
팀으로 모일 때는 매번 아래 실버사역 코디네
이터인 정은해 목사가 소개하는 ‘사역의 원칙’
을 나누며 원칙들을 다시 읽어보고 사역에 임
하는 마음가짐을 다듬는다.
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갑니다. (민
9:15~23; 행 16:6~15)
② 우리가 이미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출
4:2, 마 14:13~21)
③ 일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눅 10:25~37,
마 25:40)
④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유지합니다. (빌 4:8)
⑤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섬김의 기쁨을 지
켜나갑니다. (눅 10:38~42)
⑥ 덕을 세우는 일이 내 자유나 권리 주장
보다 우선입니다. (고전 8:1~13, 10:23~33)
⑦ 열린 마음으로 모두를 우리 동역자로 여깁
니다. (눅 9:49~50)
⑧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늘 기도하며 일합니다. (출 17:8~13)
⑨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
다. (창 2:9; 요 9:1-3; 요 10:10; 계 22:1~2)
⑩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소명에 따라 우리
할 일을 합니다. (눅 9:1~6)
3. 성령의 인도 하심에 따라 사역한다.
실버사역의 원칙을 실행하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나 다수의 의견으
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팀 모임에도
다수결로 정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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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교회 사역
가 있으면 다음으로 미루고 기도하며 기다린
다. 이것은 철저하게 회의진행법에 의한 운용
(parliamentarian mode)보다는 성령의 뜻 분
별하기(discernment mode)를 고집해 팀원 전
원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다’
라는 공감대를 가질 때까지 기도와 대화를 계
속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
도자의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성령
의 뜻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정립되
어 있어야 한다. 사역 모임 당일은 마음 쓰이
는 것도 많고 분주하지만, 시작 30분 전이면
꼭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하며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II. 진행
모두가 공감하는 정서적이고 한국적이면서
도 전문성을 갖춘다. ‘토요소망카페’ 이름이
부정적인 이미지(예전의 어르신들이 한국에
서 사셨을 때)가 있으나 모두가 참여하는 이
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토요소망카페’
가 되었고 이것이 실버사역 모임의 명칭이 되
었다. ‘토요소망카페’는 모이는 날을 기억하기
도 쉽고(매월 마지막 토요일), ‘소망’에서 ‘실버’
의 의미를 찾으며, ‘카페’ 하면 푸근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연상되어 사역 대상자들에게 편안하
게 다가가는 사역으로 인식되었다. ‘토요소망

카페’는 오전 10시
에 개점을 하여 오
후 2시까지 계속된
다. 옛날 영화 상
영, 흘러간 노래,
독도는 우리 땅 플
래시 몹, 함께 체조
하기 등등의 프로
그램 후 전문가들
의 공연 시간으로
진행된다. 전통무
용가의 한국의 전
통무용, 민요가수
의 제주민요 배우
기, 전문의 100세
건강 강좌, 총영사
의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문제 등등을 공연과 강
연을 하였다. 이러한 전문성은 참석하신 분들
에게 정서적으로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III. 결과
함께 참여하는 사역이 되었다.
‘토요소망카페’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
참여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매번 모일 때마다
‘대화방’을 사역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한다.
찬양과 기도로 시작한 카페는 특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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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나들
이를 한다. 이 야유회는 많은 분이 참여하여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지역 한인들
은 물론 주변 타인종에게도 좋은 소문이 나고
있고 특별히 연합감리교회 연회와 지방에서
많은 문의와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분명 교
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믿는다.

IV. 앞으로의 계획

이후 대화방으로 이어지고 그 후에 정성스럽
게 준비된 점심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대화
방’은 5~7명씩 소그룹을 지어 자유롭게 대화
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 대화의
주제는 당일 프로그램과 연결된 주제로 하거
나, 이민자로 공유하는 추억들, 예를 들면 ‘내
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내가 처음 교회에 나
왔을 때’ ‘두고 온 내 고향’ 등으로 할 수도 있
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참석자들은 프로
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어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한

앞으로 5월 9일부터 새로운 실버사역이 시
작될 예정이다. 그 이름은 ‘토요소망아카데미’
사역이다. ‘토요소망아카데미’는 이런 상황에
서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유
지하고 그에 따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육체
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두 번째 토
요일 교회에서 ‘하늘 평안을 이루는 여정’이라
는 주제로 모임을 하는데, ‘내 생애 마지막 한
달’이라는 교재를 활용해 공부도 하고 소그룹
대화도 나눈다.
‘토요소망아카데미’는 교회에서 모이는 모
임 외에도 격월로 풍요로운 나라 미국, 아름다
운 도시 샌프란시스코가 제공하는 축복을 누
릴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에 있는 명소로 나
들이를 가는 필드 트립(Field Trip)도 가질 예
정이다.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UMCOR)
75년 역사
1948

CWS는 “나눔의 주일”
(One Great Hour of Sharing)과
“연합감리교회 헌신의 주일”
(Methodist Week of Dedication) 제정

1940

총회에서
MCOR (Methodist
Committee on
Overseas Relief) 설립

1960

난민 지원
‘난민법 1953’
통과 ― 214,000명이
미국으로 입국

1946

Church
World Service(CWS)
설립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보스니아에 사무실 개설, 러시아 식량
원조 사역

2007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와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회교도 지원 단체인
Muslim Aid는 전세계의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파트너십 선언

연합감리교
회 구호위원회(UMCOR)
의 4개의 “R”은 Relief,
Rehabilitation, Refugee
Ministries와 Root causes
of hunger를 의미

MCOR 쿠바

2014
2012

1991

MCOR 대대적
식량원조 시작; 미 정부와
공동으로 $7,500,000
상당의 잉여 식량이
전세계 원조 단체로
지원 가능

1953

1992

UMCOR는
총회세계선교부로
소속되면서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UMCOR)로
명칭변경.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국내 재해
구호 시스템을 개발

1954

1940

Herbert
Welch 감독이 MCOR의
상임이사 선임

1972

새 비행기
구입을 위한 콩고민주
공화국 항공 프로그램,
“Wings of the Morning”
기금모금

1996

연합감리교
회 구호위원회 Sager
Brown Depot 개설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총회에서 Mother and
Child Health를 위해
협력할 것을 발표

2010

1975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아이티에 있는
감리교회와 공동으로 아이티에
평신도 교육센터를 개설

2002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9/11 프로그램인
“Love in the Midst of Tragedy”
신설. 콩고민주공화국과
아프카니스탄 사무실 개설

1993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조지아주 사무실 개설

아이티 지진 재난
(1/12). 부총무 Sam Dixon과
총회세계선교부 미션
자원봉사자 이사 Clinton
Rabb 사망.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 시작

2013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는 기독교,
비기독교 단체 그리고 연합
감리교회 구호위원회
알마니아 사무실과 함께
시리아 전쟁으로 인한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아르메니아 난민들을 위
구호, 지원, 교육 그리고
어린이 보호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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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섭 목사 | 예수사랑교회(캘리포니아 산호세지역)

서부지역 한인선교구 교회개척
의 일환으로 저는 2000년 7월 캘리
포니아 새크라멘토 한인교회 개척목
사로 California-Nevada 연회 감독님
의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97년 댈
러스 SMU에 유학 와서 공부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새크라멘토는 당시
두 차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 실
패의 아픔을 갖고 있던 지역이었지
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
데 지난해 6월까지 14년 동안 ‘좋은
연합감리교회’를 섬겼습니다.
개척 멤버 없는 소위 ‘쌩개척’이
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불러
모아주신 교우들과 더불어 감사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였습니다. 감리교의 불모 지역
에서 개척 3년 만에 재정 자립하는 교회로 자라
게 해주셨고, 8년째는 교회가 연합감리교회에 정
식등록(Charter)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여
선교회 역시 연회의 등록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
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개척 10년이 된 2010년 8월에
는 3에이커의 땅에 아름다운 예배당과 교육관,
친교실, 사무실 등 부족함이 없는 성전을 연회
로부터 1불에 허락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
고, 아무도 없이 시작된 교회가 이 아름다운 성
전에서 150여 명의 보배 같은 성도들이 함께 예
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크라멘토에
서 목회한 지 11년째에 기독교대한감리교 목사
에서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로 소속을 바꾸
었습니다.
작년 2014년 7월 저는 산호세지역 마운틴 뷰
(Mountain View)에 한인개척교회 개척목사로
파송을 받아 개척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되었
습니다. 개척후보자를 찾는 연회담당 감리사님
과의 만남에서 저는 정중히 거절하였지만, 정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두 번째 개척으로 이끄
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
습니다. 엎드릴 때마다 이해할 수 없이 이어지는
눈물의 기도 가운데 3일 만에 항복하고, 다시 나
온 개척의 현장과 상황은 14년 전과는 사뭇 달
랐습니다.
오십 문턱의 들 만큼 들은 나이도 약점일 수
있고, 새크라멘토와는 다른 도시적인 환경과 그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한인이민자들 그리고
이민자들과는 또 다른 수준과 기준을 소유한 상
사주재원들 각각의 특색에 적응해야 하는 숙제
가 있었습니다. 주위에 중대형 한인교회들이 줄

줄이 포진한 대도시에서의 개척은 크지 않은 한
인커뮤니티를 가진 지역에서의 개척과는 질적으
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역시 개척멤버 없이 또 ‘생개척’에 나서며, 우
선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의 준비 기간을 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 주일 연회 안
의 13개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두를 주일과 주말
에 방문하여 설교와 개척안내를 통해 기도와 후
원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한인지역 일간
지, 주간지, 매거진, 지역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서 교회 개척을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부터 9월 마지막 주일까지 7
회에 걸쳐 매 주일 오후에 “산호세지역 개척교회
를 위한 특별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섯 한인연합
감리교회와 Korean Walk to Emmaus 공동체가
참여하여 매 주일 돌아가며 인도해 주신 예배를
통해 교회 개척의 실질적이고도 영적인 첫 동력
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의 실질적인 씨앗은 캘리포니
아-네바다 연회 한인코커스가 4~5년 전부터 선
교디너와 웨슬리 회심기념 강단교환예배를 통
해서 모금된 선교헌금과 코커스에 속한 모든 교
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였습니다. 아울러 연회의
캐비닛 감리사님들의 지도와 재정후원 그리고
GBGM 한목협의 전폭적인 지원이 개척교회 시
작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교회개척의 여러 모델
중 한인교회에서는 사례가 드문 모녀교회(Mother-Daughter Church Model) 모델로 교회가 설립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호세에 있는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담임 홍삼열 목사)가 개척교회의
모교회(Mother Church)로 자처하여 교회 탄생
의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있습니

다. 저는 산타클라라교회에 소속된
교회개척자(Church Planter)로 파
송을 받았고, 모교회가 개척교회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과 선
교에 관계된 목회적인 배후 지원을
하며, 재정적인 후원뿐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 및 목회자 생활비와 관련
된 재정관리 등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향한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
된 개척교회는 캘리포니아―네바다
연회, 한인코커스, 한인목회강화협
의회, 한인총회 일천교회운동본부
등의 여러 기관의 연대와 협력 사역
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10월부터 자체예배를 드린
지 한 달 만에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랑의장로
교회(해외한인장로회, KPCA)’가 우리 교회와
의 연합예배를 제의해 오게 되었습니다. 교단
안의 연합의 훈련을 받게 되는 기회와 더불어,
이제 교단을 넘어선 전혀 새롭고 다른 차원의
연합이라는 새로운 숙제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
다.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연합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풀어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교단의 신학과 특성의 차이극복
뿐 아니라, 리더쉽의 조율과 조화, 그리고 조직
과 시스템의 통합과 연합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야 했고, 그리고 두 교회의 교인들 간의 서먹한
관계를 풀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세워가야 했던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각 교단의 정체성을 지닌 연합의 모델로 추
진한 ‘Federated Church’의 형태가 연회 캐비닛
의 의향과 달라서, 새로운 방향의 길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결국, 한인코커스의 제안과 캐비닛의
결단으로 ‘사랑의장로교회’ 담임목사가 다른 한
인연합감리교회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 두 교회
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온전한 하나 됨의
길을 걷기로 은혜 안에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지난 6월 마지막 주일 교인총회를 통
해 완전히 한 교회로 새로 태어나기로 결의하였
고, ‘주향한교회’에서 ‘주(예수)’와 ‘사랑의교회’에
서 ‘사랑’을 함께 품어 “예수사랑교회(Jesus Love
Korean UMC)”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고, 7월
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개척 Seed Member들과
더불어 교회 개척의 2막을 이제 또 하나님의 은
혜 가운데 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후원과 응원
을 부탁 드립니다.

2015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중앙위원회
 날짜: 2015년 8월 31일(월) 오후 5시 ~
		
9월 1일(화) 오후 4시
 장소: Holiday Inn Long Beach Airport
		
2640 N. Lakewood Blvd.
		
Long Beach, CA 90815
		
(562) 597-4401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목
사님의 귀한 사역과 가내에 하나님의 선한 인
도하심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4월 달라스 한인총회에서 한인교회가 당
면하고 있는 과제들과 더불어 ‘Human Sexuality’ 이슈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였습니
다. 총회 결과 한인연합감리교회를 굳게 지
켜 나가기 위해 ‘미래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단결된 모습을 보인 좋은 기회였
습니다.
한인총회는 2016년 교단총회가 한인교회 앞
날에 가져올 파장을 미리 전망하고, 준비하
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소집합니다. 한인연합
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자리에 사
랑하는 동역자들을 초대합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꼭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임: 한인총회 중앙위원회
 주최: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후원: 한인목회강화협의회
 대상: 한인총회 중앙위원회 소속 교회
		
목회자
 공항: LAX 또는 Long Beach Airport
 중앙위원회에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중형
교회 목회자 포럼”(9월 1일 (화) 저녁식사
~3일 (목) 점심식사)을 진행합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편 등 교통비는 각자 교회부담으로
감당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중형교회 목회자 포럼’에도 함
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회장 이성현 목사
서기 권혁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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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ust 2015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개체교회 사역

7

가족 무숙자 사역

‘Family Promise’를 통한 지역사회 섬김
김유환 권사 |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지역 선교부장, HI

사역목적
제가 예배드리며 섬기고 있는 하와이에 위치
한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Christ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는 8년 전부터 지역 선교부 주
관하에 가족 무숙자 사역(Family Promise)을 통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족 무
숙자 사역이(Family Promise) 시작된 계기는 하
와이가 세계적인 관광 지역으로 아름답고 깨끗
한 자연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롭
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
던 분들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직업을 잃거나 질
병 등으로 인하여 몸이 아프거나 또한 잠시 동안
여러 가지 가정 형편상 비싼 주거지를 구하지 못
하여 온 가족들이 노숙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형편
에 있는 분들을 도와 자립할 수 있도록 가족 무
숙자 사역(Family Promise)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 교회 및 사회단체들과 연계하여 돌아가면
서 돌보아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힘든 시간
을 이겨내고 다시금 주거지를 마련하며 정상적
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가
운데 이러한 시
간을 통하여 주
님의 사랑을 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연
합 사랑실천
우리 교회에
서는 가족 무숙
자 사역(Family
Promise) 단체

을 실천하는 삶을 나누게 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
육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담당 목회자의
인도 아래 지역 선교부장과 미리 만나 기도와 여
러 가지 섬김의 방법들을 모색하며 요리도 하고
이분들과 식사하며 이야기 등을 나누며 이분들
에게 도움을 주는 것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
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로부터 4~5가정들(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포
함) 대략 15분의 가족분들을 추천받아 1년에 4
회에 걸쳐 매회 일주일간 이분들을 섬기고 있습
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역 선교부 주관하에 김낙
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교우분들
이 협력하여 최대한 정성을 들여 이분들을 섬기
며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도로 이분
들이 삶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들은 낮에는 직장
에 나가 열심히 일해 저축하여 주거비용 디파짓
등을 마련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자립할 기회를 준비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남선교회에서는 교회에 마련된 공간 안
에 간이침대를 셋업 해주고 안전을 위하여 야간
경비 및 여러 가지 봉사를 하여 주고 계시며 여
선교회에서는 맛있는 식사제공 및 입을 옷 등을
제공하며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별
히 가족 무숙자 사역은 온 가족 구성원들을 받
아들여 섬기고 있으므로 청소년들과 어린 자녀

들을 함께 섬겨야 하는데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들께서는 기도와 상담을 통하여 이분들에게 주
님께서 주시는 꿈을 심어주고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
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침과
저녁식사제공은 여선교회에
서 준비해 주시는데 한국 음
식인 불고기, 김치, 비빔밥 등
은 인기가 많아 가족 무숙자
사역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
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연합을 통
하여 섬기는 삶을 나눔
특별히 가족 무숙자 사역
(Family Promise)을 섬김에서 교회 한어부와 영
어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섬기
는 과정을 매회 1번씩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젊
은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

사랑 나눔의 이어짐
이 사역을 통하여 들려오는 가장 기쁜 소식
들은 여기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가정이 가족
무숙자(Family Promise) 사역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동안 자립할 준비를 하여 주거지를 마
련하고 잘 정착하여 온 식구들이 함께 행복하
게 살아가며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또한, 이분들이 자기의
어려웠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또 다른 분들에게 자원봉사를 통
하여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랑 이
어짐의 소식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
습니다.

정정합니다.

부고

지난 7월호 기사 7면 연합감리

뉴욕베델교회를 섬기셨던 박순종 목사님께서 지난 7월

교회 한인 목회자 파송 안내 정

22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보 중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
회(김규현 목사)의 연회를 캘리

하나님의 위로가 가족들과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포니아-태평양에서 캘리포니

고 박순종 목사님

아-네바다 연회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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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회 공고
오는 9월 24일 (목)~9월 27일(주일) Nashville, TN에서 2015 한인여선교회 전국지도자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는 27일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회가 있음을 회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제7차 총회

2015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
St. Paul 한국어 강좌
8월 3~7일 | Kansas City, MO
Youth Initiative, Children's Ministry, Nexus groups
8월 5~8일 | San Diego, CA

일시: 2015년 9월 27일(주일) 오전 6시 45분
장소: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북가주 영성일기 세미나
1차 목회자 세미나: 8월 11~12일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CA

자료제공: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이한희 권사

2차 평신도 세미나: 8월 14~15일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CA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중앙위원회
8월 31일~9월 1일 | Long Beach, CA
중형교회 목회자 포럼
9월 1~3일 | Long Beach, CA
제3기 목회자 학교
9월 21~25일 | 미 동북부 지역 예정
한인여선교회 전국 지도자훈련
9월 24~27일 |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러시아 기독여성훈련
10월 8~10일 | St. Petersburg
이중문화가정 제5회 평신도 영성훈련
10월 13~17일 | 동탄 시온감리교회, 한국
영성형성 아카데미
11월 9~13일 | Racine, WI
청년학생선교대회 KUMC 2030 Conference
11월 25~28일 | Chicago, IL

예수사랑교회
담임목사

정현섭

• 주일예배 오후 12시 30분
• 주일학교 영어예배 오후 12시 30분
• 수요기도회 및 말씀나눔 오후7시 30분
•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 오전 7시
748 mercy St. Mountain View, CA 94041
916.276.6923(Church) • 408.746.9553(Cell) • www.koreanchurchoflove.org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송계영

담임목사

• 주일예배 오전 9시 30분/ 대예배: 오전 11시
• 주일 영어예배 오전 11시 00분
• 수요성경공부 (화) 오전 6시 45분/ (수) 오후 7시
• 새벽기도회 (토) 오전 6시
3030 Judah St, San Francisco, CA 94122
415.759.1005(Church) • 703.732.7795(Cell) • www.sfkumc.org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

김낙인

담임목사

•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15
분/ 4부: 오후 2시/ 저녁예배: 오후 7시 •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15분 • 수요예배 오후 7시 • 금요기도회: 오후 7시
•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시 30분
1639 Keeaumoku St. Honolulu, HI 96822
818.366.0089 • www.kcumc.com

서준석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영어): 오전 10시
3부: 11시 15분
• 수요예배 오후 8시
•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2504 E. Woodlyn Way Greensboro, NC 27407
336.852.8535(Church) • 336.549.7033(Cell) • www.gkum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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