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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의 논의를 
미리 볼 수 있었던 브리핑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다른 

주장들을 고수하면서도 교회의 

화합을 여러 번 강조했던 이번 

모임은 연합감리교인들이 오는 

봄에 있을 교단 최고 입법기관인 

2016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토론될 이슈들에 대해 미리 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 있는 

Gresham 연합감리교회 Steven 

Lewis 목사는 대의원들에게 “20

16 총회에서 이슈들과 결의안들

에 관해 토론을 할 때 여러분들

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강조했

다. 적은 수가 우리가 쓴 것을 읽

겠지만, 수백만 명이 우리가 무

엇을 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라고 총회 브

리핑 개회 예배에서 Lewis 목사는 말했다.

2016년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들, 보도기자

들과 다른 여러 연합감리교인들 중 400여 명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포틀랜드에 위치한 오

리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 참석했

다. 이들 중 대부분은 5월 10일부터 20까지 모

이는 교단의 입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 자리

에 다시 올 것이다.;

다른 기관들과 교회의 사역부들의 참여와 도

움이 있었던 이번 행사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가 주최했다. 

많은 연합감리교인들은 2016년 총회에서 교

단이 어떻게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

자들을 보살필 것인가에 관해 가장 열정적이고 

어려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리핑에서 참가자들은 논의 중에 있을 감정적

인 부분에 관해 미리 느낄 수 있었고, 어려운 이

슈에 관한 입법을 논의하는 대안 과정을 시험하

는 기회도 가졌다.

다루어진 몇 가지 이슈를 간단히 보면:

감독과 목회자와 관련되어 청원된 큰 변화들 
2016 총회에 청원된 입법안에 따르면 감독

들은 더 이상 종신 임기로 선출되지 않고, 연합

감리교회 장로 목사와 집사 목사의 안수과정은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

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시길 기

원합니다.

2016년 한인총회는 4월 4일 시카고에서 

“Bridge Building to the Promise Land, 

Together”라는 주제로 특별히 영어권 차

세대 목회자(Nexus)들과 함께 모여 미래

를 내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

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2세 목회 목회자, 

Children and Youth Ministry 전도사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시

카고 총회에서 차세대 목회자들이 함께 모

여 네트워킹하며 한인교회의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

다. 금년 한인총회는 향후 10여 년간을 내

다보며 우리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떻

게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귀중하고 의

미 있는 사역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회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추후 

일정과 함께 재발송 드릴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연합감리교 한인교회와 한인

목회자들이 모여 함께 만드는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장

이성현 목사 드림

는 이 안들이 책임감 증가의 결

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제한의 안건에 따르면 감

독은 8년 임기로 선출이 되며, 

또 한 번의 8년 재임을 위해 출

마할 수 있다. 이러한 임기는 세

계의 다른 지역과 동일 하게 될 

것이다.

파송보장 제도와 관련한 입법

안으로는 감독들로 하여금 정회

원 목회자에게 풀타임 파송을 하

지 않아도 되고, 탈퇴 정회원과 

준회원이 다시 파송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들을 첨가한 지

난 2012 총회 승인 후에 사법위

원회가 위법으로 확인한 헌법 조

항을 없애는 내용이다.

감독들의 이의제기 처리 과정 개선을 위한 

청원안으로는 만일 지역총회 감독회의가 이의

제기 안건을 180일 안에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이 안건이 전체 총감독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

이다.

교회 예산
미국 경제가 2008년의 경제위기로부터 회

복됨에 따라, 교단 내의 전체적인 재정이 증가

됨을 보이고 있다. 총회재무행정협의회 Moses 

Kumar 총무는 2015년에 26개의 연회가 100퍼

센트 교단 분담금을 납부했다고 보고했다 － 이

는 지난 16년 만에 제일 높은 수치이다. 이 분담

금은 감독들과 연합감리교회 목회교육, 대부분

의 기관들과 흑인대학기금, 초교파적 사역, 짐

바브웨에 있는 아프리카 대학과 같은 여러 교단 

사역을 후원한다.

총회재무행정협의회 이사회와 연대사역협

의회는 2017~2020 회기의 교단기금 6억천백

사십만 달러 예산을 청원한다. 이는 2012 총회 

때 승인된 예산 6억3백십만 달러보다 1.4퍼센

트가 증가한 액수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이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7.2퍼센트 정도의 지

출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Kumar 총무는 

말했다.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빨라질 것이며, 파송보장에서 멀어지는 것을 허

용하는 첫걸음이 실행될 것이다. 

그러나 용어의 제한성과 파송 보장 안건은 

교단 헌법의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변화는 만일 승인이 된다고 해도 천천히 실행

될 것이다.

2016~2016 사역연구협의위원회 일원인 북

서교구 지역 Grant Hagiya 감독은 위원회는 의

회에 “최대한의 융통성”을 연회들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

야 할 요인은 바로 지도력, 지도력, 지도력입니

다. 지도력은 생동력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입니다”라고 Hagiya 감독은 말했다.

위원회는 안수 후보자가 준회원으로 승인되

면 준회원의 시기 완수 후에 연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은 유지하되 안수를 주는 것을 제안했다

고 Hagiya 감독은 말했다. 다른 제안된 수정안

들로는 학사 학위가 본처목사의 필수 이수과목

을 대체하는 것과 커미션잉을 없애는 것이다.

연회평신도지도자 협의회 입법위원회의 회

장인 Lonnie Brooks는 위원회가 제출한 15개 입

법안 모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교회가 하는 일에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

므로 우리는 평신도들 책임 밖의 교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Brooks는 말했다.

평신도 지도자들은 임기 제한을 포함한 감독

들에 관한 7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Brooks

2016
한인총회 등록

요청 편지

▶ 3페이지에 계속



Dorothee Benz씨에게는 이번 논의가 연합감리교회가 차별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아닌지, 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Bill Arnold 목사에게는 이 논의가 교회의 하나됨이 어떠한 모

습이며, 우리 교단이 어떻게 우리의 선교사명에 의거해 살아갈 것

인가에 관한 것이다. “나는 단체의 하나됨은 최소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교단이 어떻게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

환자들을 보살필 것인가에 관해 많은 연합감리교인들이 예상하

는 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의 격정적이고 어려운 논의에 관

한 미리 보기였다. 

Arnold 목사와 Benz씨는 400여 명의 대의원들과 여러 연합감

리교인들이 참석하여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오리건 컨벤션 센터

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 총회 사전 브리핑에서 발표한 여러 발표

자들 중의 두 사람이었다. 이번에 모인 연합감리교인들은 또한 연

합감리교회 총회위원회가 어려운 이슈들에 대한 청원안들의 논

의를 위해 제안한 ‘대체 진행안’을 시험하는 무대로 삼기도 했다. 

위원회와 교단의 몇몇 사람들은 40년이 넘도록 교단을 들끓

게 만든 토론에서 의견 일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

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단의 법률서인 연합감리교회 장정에는 모

든 사람은 종교적인 가치가 있지만,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상반된다”라고 1972년부터 선포하고 있다. 교단에서는 동성애자

의 결혼을 주례하는 것과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시인한 목회자를 

불허하고 있다. 

이 토론은 최근 몇 년 동안 동성애자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지역에서 뜨

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은퇴한 한 감독을 포함하여 공개적으

로 동성애자의 결혼식을 주례하는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이 늘

고 있고, 몇몇 연합감리교인들은 교단 분리의 가능성에 대해 지

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아프리카의 감독들은 특히 일부일처제와 이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성에 관한 그 본래 가르침

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독들은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투표권이 없지만, 그들의 지도가 토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이 99개의 청원안에 

“그룹 분별과정”의 대체 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99개의 입법안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에 관

한 청원안으로 단순히 성적인 부분을 다룬 것이 아닌 “사람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라고 총회 총무인 L. Fitzgerald “Gere” Reist II 

목사는 말했다.

논의의 한도
Benz는 그녀가 이해하는 교회의 논의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녀는 형제로부터의 협박과 경찰의 고문으로부터 탈출하여 

미국으로 망명한 나이지리아의 동성애자에 대해 말하였다. 그녀

는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14살 남자아이에 대

해 이야기 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남자에게 관심이 끌리는 

것을 떨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를 미워할 것이라는 생각에 자살

을 생각한다고 이메일에 썼다.

“교회로서 또한 총회의 대의원으로서 우리의 결정은 생사를 나

누는 결과를 가져옵니다”라고 Benz는 말했다. 그녀는 뉴욕연회의 

대의원이며 비공식적 옹호단체인 Methodists in New Directions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그녀 또한 동성애자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대의원이며 의료윤리 교수인 Stanislas Kas-

songo는 다른 입장을 제시한다. “내 전통에 따르면, 성에 관한 주

제는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그 주제는 오직 가족 안에서만 논의할 

수 있고, 특히 부부 사이에서만 얘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

고 통역을 이용해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결혼한 네 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그의 다섯 아이들에게도 성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다고 덧

붙였다. 교회의 성에 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명이며 그는 이에 대

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켄터키연회의 대의원이며 Asbury 신학교 구약학 교수인 

Arnold는 폭력을 개탄하고 교리를 나누는 것에 연합감리교인들은 

하나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더 강력한 교회의 화합을 보고 싶어한다. 그는 처

벌받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교회의 가르

침에 반하는 목회자나 교회가 교단을 떠나기 쉽게 하는 청원안인 

Covenantal Unity Plan의 지지자이기도 하다. 

서부 미시간에서 온 연대사역협의회 멤버인 Kennetha Big-

ham-Tsai 목사는 논의에서 “제 삼의 안(A Third Way)”이 될 것을 

희망하며 교단의 리더십 그룹이 만든 입법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대사역협의회의 제안은 근본적으로 동성애를 교회법으로 처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자의 결혼

을 주례하거나 동성애자임을 밝힌 목회자는 교회재판을 받지 않

고, 목회자의 신분도 잃지 않게 된다.

지방감리사인 Bigham-Tsai 목사는 지난 60년 동안 여성의 완

전한 목회자권리를 인정해온 교단에서 여성목회자를 원하지 않는 

교회들을 아직도 방문한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그것을 몇몇 극심

하게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교단이 화합하는 희망의 징후로 보고 

있다. “나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을 믿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인간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

다. 우리가 믿기로 선책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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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총회의
동성애에 관한 논의 미리 보기

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 대의원 Stanislas Kassongo(왼쪽)와 Isabelle 
Berger(오른쪽 - 불어 통역원)의 패널 토의 모습. 

펴야 하는 사람들을 믿어봅시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대체 진행이란?
대안논의과정으로 진행을 하려면 포틀랜드에서 2016년 5월 10

일부터 20일까지 모이는 총회 대의원들은 회의 규정을 바꾸는 것

을 승인해야 한다. 

총회 사전 브리핑의 참석자들은 “모의” 입법안을 이용해 새로

운 방식을 시도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둥그런 테이블에 소그룹으

로 둘러앉아 존중하는 듣기와 단어사용 등에 집중된 대화의 가이

드라인을 들었다. 그들은 입법안과 소그룹 과정 용지를 받았다. 

Nordic and Baltic 지역의 Christian Alsted 감독은 이 과정이 어

떻게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말과 성경구절을 이용해 만들

어졌는지 설명하였다. “기독교인의 회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

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가 행할 때 그 은혜를 전달해 주십

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요한 웨슬리는 “우리는 너무 길게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만약 우리가 한 시간 안

에 우리의 안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어떠한 우선순위

를 정하겠습니까?” Alsted 감독은 물었다.

브리핑의 끝 무렵에 Reist는 실험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변화를 지지하는 찬성은 없습니다.” 그는 소그룹 중의 한 그룹이 

결과를 내지 않았다고 말하며 명확성을 위한 여러 질문들이 있었

다고 전했다.

화합을 요구
대의원들이 대안과정을 선택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

나 많은 교단의 지도자들은 논쟁이 교단의 미션을 해하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브리핑 내내 참석자들은 교회의 화합을 유지하기를 요구

하는 소리를 들었다. 꼭 하나가 되지 않더라도 교회의 사람들이 서

로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바라고 있다.

“내 기도와 가치관은 우리의 은혜 중심의 신학이 우리의 대화

에 젖어있는 것입니다.” Arnold 목사는 그의 발언의 초반에 말했

다. “내가 어떤 입장을 선택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다면 내가 증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

으로 한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의 초 교파부서에서 사역하는 Jean Hawxhurst 목사는 1월 

22일 개회예배에서 싸움과 분열은 연합감리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

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생

각하는 내 형제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

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증인됨에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라

고 그녀는 말했다.

글쓴이: Heather Hahn and Kathy L. Gilbert(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 

newsdesk@umcom.org, TN)

2 February 2016



교단 소식

김지나 목사
Palisades지방
감리사로 파송

대뉴저지 연회 John Schol 감독과 김지나 목사의 모습

“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의 논의를 미리 볼 수 있었던 브리핑”  1페이지에 이어서 ▶

총회재무행정협의회 이사회는 또한 처음으로 아프리카, 아

시아 그리고 유럽의 연합감리교회들이 세계선교 후원을 위한 

분담금의 공식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이 제안에 따르면 해외

지역총회 분담금은 7개의 교단기금 중 감독회 기금과 총회 행

정기금 2개를 지원하게 된다.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헌금을 한

다는 것과 우리가 세계 전역의 사역에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 하

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가진 자원을 바

치는 것입니다.” Kumar는 말했다.

미국 지역총회?
연합감리교회 총회에 관한 많은 불평 중 하나는 10일 동안

의 세계적인 회의에서 대의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 내의 

이슈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이 사안에 관해 하나의 지역총회 신설 

또는 전 미국을 포괄하는 이와 비슷한 지역총회의 신설 등의 두 

가지 계획에 대해 들었다. 현재, 교단에는 아프리카, 유럽 그리

고 필리핀 등에 7개의 해외지역총회가 있다. 각 해외지역총회

는 선교적인 필요와 지역적 법률의 요구에 따라 장정의 “변화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교단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중앙텍사스와 북텍사스 연회 회원들은 연합감리교회 총회

와 접합하는 미국지역총회의 신설 입법안을 제출했다. 

“우리는 이 제안이 간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북텍사스연회 총회 대의원인 Tim Crouch가 말했다.

북동부지역총회에 의해 만들어진 테스크포스는 조금 더 복

잡하기는 하지만 지지자들에 따르면 좀 더 포괄적인 방안인 “A 

Global Connection Plan”을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총회

(General Conference)를 Global Connectional Conference로 그 

명칭을 바꾸고, 그 권한을 교단의 세계적인 특성에 관한 것으

로 국한시키는 반면, ‘북아메리카 연대’를 포함한 대륙 단위의 

연대(connections)회의를 첨가하는 것이다. 또한 이 방안은 미

국지역총회와 해외지역총회를 ‘지역’(regions)이라는 것으로 대

체할 것이다. 

“우리는 교회 전체가 동등한 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라고 북동부지역 테스크포스 일원인 Tracy Merrick

는 말했다.

텍사스와 북동부지역총회의 두 방안에 따르면 교단의 세계

적 입법회의의 기간은 짧아질 것이나, 교단 전체를 대표해서 의

사를 표명하는 기능은 유지될 것이다. 두 방안 모두 교단 헌법

의 수정을 요한다.

제안된 구조 조정
연대사업협의회 회원 Frederick Brewington는 교단의 구조

와 연대에 관한 공식적 비공식적 청원안들이 총회에 제출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연대사업협의회는 현존하는 어떤 청원안에 

대해 지지하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으나 이에 

따른 토론들에 관한 기본적 원칙의 개요를 밝혔다.

이 제안서들 중에 하나는2012년 총회 승인된 절충안인 “Plan 

UMC” 이후 사법위원회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되었던 조항을 제

거한 타협안인 “Plan UMC Revised”라고 Clayton Oliphant 목사

가 설명했다. 구조 조정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

들이 최고 사법기관의 마지막 순간의 판정에 의해 좌절감을 맛

보았다고 그는 말했다.

Plan UMC Revised에 따르면 현 인종관계위원회와 여권신장

위원회는 committee on inclusiveness로 합쳐질 것이다. 이 방

안은 또한 연합감리교회 교회역사보존위원회를 총회재무행정

협의회 산하로 편성한다. 인종관계위원회 Erin Hawkins 총무

는 이 기관의 역동적인 프로그램들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교회는 “그 정체성과 선교에 더 확실한 선명함과 지지”가 필요

하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사회적 이슈들
2016년 총회는 기후변화에서부터 인신매매에 이르는 70가

지가 넘는 사회 정의에 관한 수정안을 심사할 것이다. 청년사

역국, 교회 부흥을 위한 흑인감리교인, 사회부, 총회위원회, 해

외지역총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은급의료혜택부의 대표자들은 

몇몇 수정안들을 강조했다.

남부독일연회 대의원인 Christine Flick은 이산화탄소 배출

량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교단의 회의들을 위한 출장과 관련한 

청원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구 전체는 주님의 좋은 창조물

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환경을 위협하는 에너지

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해 자각해야 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은급의료혜택부는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고 

알리는 책임감을 인식하며, 기후 변화는 “세계에 가장 심각한 

경제적 위협입니다”라고 은급부 소속 Wespath 투자 담당 안정

적 투자전략 매니저 Kirsty Jenkinson은 말했다.

2015년 은급부와 Wespath는 인권의 고위험 국가 11개국과 

이곳에 큰 투자를 한 39개의 회사를 명시한 인권 투자 지침서를 

적용했다고 Jenkinson은 말했다.

대안 과정
총회에서 승인하면 총회의 “어려운” 토론을 위해 사용될 ‘대

안 그룹 분별 과정’에 대한 개요를 말하며 “총회는 그리스도인

의 회의입니다”라고 총회위원회 의장 Judi Kenaston는 말했다.

총회 규정 43 다음에 나와 있어서 ‘규정 44’로 불리는 이 제

안이 만약 수용된다면 인간의 성에 관한 입법안의 토론에 적용

될 것이다. “우리는 많은 다양한 문화와 의견을 가진 연대적인 

교회입니다”, “일치된 교회는 통합된 리소스를 통해 세상의 많

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규모로 보아 우리는 많은 것

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Kenaston은 말했다.

총회를 위한 기도
다락방채플의 주임목사인 Tom Albin 목사는 총회 기간 동

안 대의원들과 전 교단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이끌 

것이다. “기도는 당신 영혼의 산소와 같습니다”라고 Albin 목사

는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총회를 위한 기도 사역은 3월 31일부터 5월 29일까지 “60일 

동안의 기도”라는 매일 묵상집으로 만들어져서 교인들이 같은 

말씀으로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게 된다. 

2020년 미리보기
새로운 장정의 초안은 동의를 받기 위해 총회에 제출될 것

이라고 해외지역총회상임위원회 회장인 Patrick Streiff는 말했

다. “이 동의 여부로 우리는 2020 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받기 

위해 일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목표는 2017년까지 각 연회로부터 초안에 관한 의견을 받

는 것이다.

교단 연대사역협의회 일원인 Benedita Penicela Nhambiu

는 지리적 또는 연령층의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 총회의 대의원

을 재정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의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이 청원에 따르면 만일 

마지막 보고서가 2020 총회 때까지 승인될 경우 아프리카 감독

구의 수가 13에서 18지역으로 증가될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총

회사회부는 교단의 사회 원리에 관한 교육을 전 세계에서 개최

해왔다. 기관은 2020년 총회를 위해 개정할 문서 준비를 하며 

지도와 명확성,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찾는 중이다.

2016년 총회에 앞으로 4년 동안 이와 같은 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펀드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연합감리

교회 총회사회부 총무인 Susan Henry-Crowe 목사는 말했다.

디지털 방식과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연합

감리교회 찬송가와 관련한 제안에 따르면 핵심적인 필수 음

악과 웨슬리 예배자료들을 포함하고, 성도들이 각자의 사역상

황에 맞추어 만들 수 있도록 클라우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이 안건이 통과되면 2017년 1월 1일부

터 작업이 시작되어 최종안이 2020년 총회 때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글쓴이: Heather Hahn, Kathy Gilbert, Linda Bloom, Vicki Brown and 

Joey Butler(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 newsdesk@umcom.org, TN)

< 이 글은 대뉴저지 연회의 뉴스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

John Schol 감독이 대뉴저지연회의 리더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김
지나 목사를 2016년 7월 1일부로 Palisades 지방의 감리사로 파송한다
고 발표했다. 

김 목사는 지난 24년 동안 청소년담당 목사, 부목사, 담임목사로서 
사역을 해왔다. 김 목사는 South Plainfield에 있는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를 섬기고 있다. 이 교회는 김 목사의 리더십으로 예배참석 교인 수와 신
앙고백인의 수의 증가, 소그룹 제자양성, 그리고 선교 집중 등의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이 교회는 또한 분담금을 100퍼센트 충실히 내고 있다.

김 목사는 순회목회자로서 코칭 훈련을 마친 후 여러 목회자들을 코
치했으며, PaCE 그룹을 인도하고 있다. 김 목사는 파송되는 곳마다 사역
의 성장을 일구어 왔다. 김 목사는 Stephen 리더이며 4월에 영성형성아
카데미를 졸업할 예정이다. 

Schol 감독은 지난 26일 대뉴저지연회Bishop’s Clergy Convocation
에서 김 목사를 소개하였고, 많은 동역자들이 김 목사의 이번 파송소식
을 열렬히 환영하며 새로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Schol 감독은 “김목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충만한 영성의 
신앙인으로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많은 캐릭터의 전형적인 좋은 예를 보
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파송발표을 하며 Schol 감독은 그와 감리사회가 후보자를 심사하고 
김 목사 파송을 결정했던 지표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다.
•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 － 가능성에 대해 전략을 짜고 삶과 세상을 변

화시키는 미션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람들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고
무하는 비전을 열어가는 영적인 선구자 

•	 열정적 －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전염적인 사랑, 선교에 대해 열광
적이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아이디어를 실행시키는 사람

•	 개방성 － 확고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배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삶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열려있고 그들을 품을 줄 아는 은혜 충만한 리더

•	 관계적 －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진실한 사람, 팀워크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와 아이디어를 통한 연결 지향하는 사람

•	 배우는 자 － 가르칠 수 있고, 배움에 심혈을 기울이고, 새로운 아이
디어를 적용하는 사람

•	 창의력 － 여러 주요이슈가 선교를 가로막지 않게 하고, 호기심과 탐
구심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며, 비록 도전을 넘기엔 제한적인 리소
스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가는 사람

김 목사는 스탬핑과 뜨개질, 그리고 친구들과 맛난 음식을 나누는 것
을 즐겨 한다. 김 목사의 남편은 뉴저지주 Kearny의 갈보리연합감리교
회 김종완 목사이며, 슬하에 조지아 주 Duluth에 살고 있는 Mathew(처 
Ellen)가 있다.

김 목사는 43년 동안 6 교회를 섬긴 이후 현 Palisades 지역 감리사
로 섬기고 있으며 지난 12월에 은퇴를 발표한 Wayne Plumstead 목사
를 이어 감리사로 사역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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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분주함은 “가장 심각

한 직무유기”라는 겁니

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어찌나 그 작살 같은 표

현에 마음이 찔렸던지. 

더불어 우리는 목회자

가 “성도들과 함께 살아

가는 신학자”(Resident 

Theologian)라는 데 동

의했습니다. 오늘 우리

의 멍에(스톨)에 성도들

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신학적으

로, 또 신앙적으로 해석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

음에 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당신들의 약점

과 실수를 스스럼없이 꺼내 보여주신 멘토 목사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웬 소명?
이미 목회 중인 목사들에게, 그것도 안수과

정이 아닌 목회자 보수교육과정(con-

tinuing education)에서 ‘나의 소명 이야

기’(my calling story)를 나누는 일은 적어

도 제게 있어서만큼은 이해되지 않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의심(?)

도 목회자들의 소명을 들으며, D.C에 내

린 눈이 녹아내리듯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르심은 함께 참여했

던 23명의 참가자들과 멘토 목사님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배움은 우리의 이러한 소명이 “계속적

으로 확인되어져야 한다”(up to date)는 것이었습

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가 된 뒤로는 한 번도 제 소명을 밖으로 꺼내 본 적

이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그리 화려하지

도 않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니기에 사

실은 꺼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

일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더욱 분

명히 깨닫습니다. 소명을 “기억하고”(remember), 

“갱신하고”(renew), “재정의”(redefine)하는 일 또

한 우리 목회자들의 몫임을.

저는 이번에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이 “고쳐 

가시는 하나님”(토기장이 하나님)을 만났을거라

고 확신합니다. 개회예배 때 주셨던 “질그릇”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강의에서 “토기장이”로 이

어지는 동안, 한 멘토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는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쉬운 사람”도 되질 못 

했고, 그렇다고 “깨끗하게”(딤후 2:20~21) 비우

는 사람도 되질 못 했음에 공감했습니다. 게다

가 저는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이 끌어담는 그릇’

이 되려고만 하고 있었으니, 물레 위에 올려지기

는 했어도 실은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흙덩

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목회자 학교 두 번째 학

기를 통해 저는 다시 한 번 우리의 목회가 ‘기술’

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순종’임을 확인했습니

다. 또 부족하지만 “고쳐 가시는 하나님”께서 초

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흙덩이”를 요긴하게 사용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오늘도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빛나는 것이 ‘소

명’이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이곳 탈라하시에

서 ‘선별된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 “고쳐 가시는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내게 주시는 소명, 이번 주에, 

이번 달에, 그리고 올해 내게 주시는 소명이 무

엇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그

릇이 되기 위해.

목회자 학교

목회자 학교(3기) 두 번째 학기가 지난 1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Washington D.C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목회의 핵

심과 목회계획”, 참석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각자가 세

운 ‘새해 목회계획’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제목의 ‘나의 소

명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4박 5일

간 각자의 소명을 나누었고, 또 자기의 목회계

획들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도 네 분의 멘토 

목사님(김영봉, 김혜선, 류재덕, 이훈경 목사)들

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의 강의에서 멘토 

목사님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

니다: “교회의 사명과 목회”(김영봉 목사), “나의 

목회와 목회계획”(김영봉 목사), “목회와 하나님

의 부름”(김혜선 목사), “목회와 심방”(이훈경 목

사), “목회와 제자양육”(류재덕 목사).

목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아담 해밀턴이 던진 세 가지 질문 

－⑴ ‘왜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한가?’ (Why 

do they need Jesus Christ?), ⑵ ‘왜 그들에겐 

교회가 필요한가?’ (Why do they need the 

church?), 그리고 ⑶ ‘왜 그들에겐 이(우리) 교회

가 필요한가?’ (Why do they need this church?) 

－을 시작으로, ‘교회란 무엇이며, 또 목회란 무

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면서,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목회가 “교회를 교회 되

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하는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목

회하면서 ‘교회 됨’과 ‘그리스도인 됨’보다는 ‘목

사에게 주어진 일(기대치) 잘해서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던 것 같

습니다. 부르심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일’만 죽

어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강의를 통해 저는 

“목회자의 최우선 목회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

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란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지속적

인 사귐”을 통해 “사명에 헌신하는 것”

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라면 뒤쳐 지지 않는 목회자들

의 모임이다 보니, 신기하게도 매 학기

마다 유행어가 하나씩 생겨납니다. 이

번 학기의 유행어는 “작살꾼”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인데요. 목회자는 대

어(大魚)를 잡기 위해 기다리는 “작살

꾼”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작살꾼

이 배 안에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

게 되면, 대어를 낚을 기회를 잃게 되

기 때문이죠. 따라서 목회자들에게 있

연합감리교회	총회	로고는	2016년	총회의	주제	“그러므로	가

라”를	표현하고	있다.

이	주제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나와있는	위대한	사명

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개역개정)

“2016년	연합감리교회	총회	주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

한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우리	사명을	나타낸	그래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총무였던	Larry	Hollon	

목사는	말했다.	“우리는	위대한	사명의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연

합감리교회의	뿌리와	연결된	능동적	주제의	로고를	만들기를	원

했습니다.”

가깝고	친근한	느낌을	주면서	굵은	모양과	곡선으로	디자인	

된	이	로고	글씨체는	확고한	교단의	사명을	나타낸다.	“가라”라

는	단어는	움직임과	방향감을	주는	삼각형	안에	들어있고,	뒷배

경인	후드산(Mount	Hood)	모습은	2016년	총회가	열리는	포틀

랜드	오리건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 연합감리교회 총회(General Conference)로고 안내

제3기 목회자 학교 두 번째 학기를 마치며

유혁재 목사 |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 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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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계시는 한인 목회자들과 평신도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한인총회에서는 오는 5월 10일부터 열흘 동안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서 개최되는 연합감리교
회 ‘교단 총회를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
습니다. 특별히 2016년도 교단 총회를 앞두고, 
한인총회 산하 ‘미래대책위원회’에서는 사순절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묵상집을 통해 전
체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체가 매일 같은 말씀, 
같은 기도문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
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길 기
도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각자 정하신 시간에 공동기
도문과 성경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고, 세 분 한인 
감독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아래 4가지 기도제목
으로 교단 총회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	 교단 총회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
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모든 참석자들이 자기의 확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뜻만
을 구하게 하옵소서!

•	 오직 성령님께서 이번 총회를 주재하시고, 이
끌어가게 하옵소서!

•	 서로 다른 확신으로 아픔과 진통을 겪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거듭나
서, 오늘의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
사 하시옵소서!

한인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교단의 중요한 이슈들을 결정하게 될 이번 총회
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2016년 사순절이 주님
과 ‘함께’ 걷는 멋진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기도
합니다.

사순절 묵상집은 KoreanUMC.org 웹사이트
(http://bit.ly/1nVgYQ6)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안에서,
2016년 2월 1일

한인총회 미래대책위원회
총회장 이성현 목사 드림

FOCUS

화요일 목

회자 학교에

서 참가자들

이 자신의 소

명 이야기를 

나누었다. 몇 

사람의 소명 

이야기를 듣

고 나서 대화

를 나누는 가

운데 ‘서원 기

도’에 초점이 쏠렸다.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의 서원 기도가 있었다는 사람들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서원 기도를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거부했다. 하지만 목

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은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의 서원 기도에 대해 감사한다는 점

에서 모두가 일치했다.

참가자 중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다. “우리

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목사로 살

면서도 자식을 위해 서원기도를 하지 않는 이

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다. 내 할머니도, 

어머니도 목사로 부름 받는 것을 가장 큰 영

광으로 생각하셨다. 목사로 사는 삶이 얼마

나 어려운지 알면서도 자신의 자식 혹은 후

손 중에서 목사로 부름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셨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네 아들 중 막내아들을 두고 서원 

기도를 하셨다. 어머니 마음에는 장자를 바

치고 싶었는데, 당시에 아버지께서 믿지 않

으셨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셨다. 그래

서 막내를 위해 기도하셨다. 주님의 종으로 

불러 달라고.

내 어릴 적, 어머니는 여름마다 용문산 산 

집회에 한 주일 동안 다녀오셨다. 20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외출이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예언 

기도 하시는 분을 만나셨다. 어머니는 네 아

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분에게 드리고 자식들

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셨다. 그분은 이름

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셨는데,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둘째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실 것입니다”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아

닙니다. 저는 이제까지 막내를 두고 서원 기

도를 드렸습니다. 막내를 위해 기도해 주십

시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분은 “아닙

니다. 둘쨉니다. 하나님은 둘째를 쓰실 겁니

다”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마리아가 시므온

의 말을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그 말을 마음

에 두고 계셨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신학

대학에 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부흥회에 참석하여 예

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 

집회 기간 중에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릴 

사람들은 일어나 결단하라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느끼

고 일어나 헌신을 결단했다. 그 소명감을 마

음에 품고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을 시작하

면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다.

아들의 출세를 바라셨던 아버님은 노발대

발하시며 당장 자퇴하고 내려와 농사를 지으

라고 하셨다. 어렵게 공부시킨 아들이 목사

가 되어 눈칫밥 먹는 꼴을 볼 수 없다고 하셨

다. 그때 어머니는 마음에 품고 있던 이야기

를 나에게 해 주셨다. “지금에서야 하는 이야

기인데...”라시며. 나는 아버님의 반대가 누

그러지기를 바라며 신학대학에 가는 것을 잠

시 보류했다. 아버님의 반대에 직면하고 나

니 나의 소명에 대해 좀 더 강한 확신이 필요

하다고 느꼈다. 대학 4년 동안 Soul Search-

ing을 한 다음, 4학년 여름 방학 때 아버님에

게 다시 말씀드렸다. 그때 아버님은 “이젠 그

런 결정을 네 스스로 할 때가 되었으니 알아

서 하라”고 허락해 주셨다.

나는 목회직으로의 소명이 ‘가장’ 고귀한 

소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직업은 모두 

소명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예수의 제자는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 섬겨야 한다고 

목회자의 소명

김영봉 목사 | 와싱톤한인교회, VA

2016 여교역자회 모임 날짜 변경 안내

지난달 섬기는 사람들에 공지된 한인총회 기간 여교역자회 모임 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4월 4일(월) 오전 3:30~5시, 4월 6일(수) 오후 1:15~4:30분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믿는다. 하지만 목회직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소명이라고 믿는다.

그런 특별한 소명이 요즈음에는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 버렸다. 한국 사회에서 목사라

는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주저되는 상황이 되

어 버렸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조차도 자

식이 목사로 나설까 두려워한다. 교회가 존

엄을 잃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하찮게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는 

목회자들도 자녀들을 위해 서원하지 않는다. 

자신이 알아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한다. 사실 나 자신도 그랬다. “아들이 목

회자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으

나 그렇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

았다. 지금도 아들이 가장 좋은 길을 택했다

고 믿고 있으나 그것을 서원하지는 않았다.

하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제 교회가 

대단해 보였던가? 목사가 귀하게 보였던가? 

지금보다 과거에 교회는 더 무시당했고 목사

는 더 우습게 여김을 받았다. 문제는 믿는 사

람들에게조차도 교회는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고 목회직은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모

든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 목사들의 과오 때문

이라는 것이다.

글을 쓰다 보니, 한때 우리 교회를 나오던 

교우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아들아이가 고등

학교 시절에 신앙에 빠져서 한동안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단다. 그 교우 부부는 그 말을 듣

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한다. 아들이 믿음을 

가지기는 원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부는 아들의 마음을 돌

려놓았다. 그런데 40대가 된 그 아들은 지금 

믿음을 잃고 물질주의에 푹 빠져 살고 있다

는 것이다. 고액 연봉을 받으며 부러울 것 없

이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보기에도 걱정스러

울 정도로 세속적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 그

러면서 그때 자신들이 잘 못 했음을 이제서야 

깨닫는다고 고백했다.

추신: 막내야, 너는 나에게 큰 빚을 지고 

있음을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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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계신 동료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에게 주님의 평

안을 전합니다.

한인총회에서는 교단 안팎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변화의 바

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5년 댈러스 총회에서 

‘미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

미래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의 동성애 결혼 합헌판결 이후에 개

체교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혼란과 관련, 각 교회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Human Sexuality’ 이슈에 관한 Q&A를 마련

했습니다.

아래 우리 교단 ‘Human Sexuality’ Q & A 에는 이와 같은 질

문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Human Sexuality’ 이슈에 대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신

학적 입장.

• ‘Human Sexuality’ 이슈에 대한 연합감리교 장정의 규정.

• ‘Human Sexuality’ 이슈에 대한 교단총회의 의사결정 

과정.

• 교단총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 및 교단총

회 이후의 전망.

• ‘Human Sexuality’ 이슈에 대한 한인총회 입장 및 개체교

회 대처방안.

올 5월에 열릴 예정인 교단총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

고, ‘Human Sexuality’ 이슈에 대한 Q&A 자료를 개체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 하심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하며, 오는 4월 4일에 2016년 시카고 한인

총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교단 ‘Human Sexuality’ Q & A 
(KUMC 미래대책위원회)

1.	 ‘동성애	이슈’에	대한	입장	

1) ‘동성애 이슈’에 대한 한인연합감리교회(KUMC)의 신학적 

입장은 무엇인가요?

▶ 전체 연합감리교회의 일원으로서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교

단의 신학적 입장을 정의하고 있는 장정의 원칙과 규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은 ‘동성애 이슈’를 어떻게 규정

하고 있나요?

▶ 1972년부터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모든 사람이 종교적인 가

치가 있지만, 동성애적 행동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일치하

지 않는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성애자의 기본

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

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① 결혼에 대해서 장정은 “우리는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짓는 일반 사회의 법률을 지지한다” (¶161 C)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② 장정의 사회원칙은 인간의 성에 대한 입장을 기술하면서, 

동성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

합감리교회는 동성연애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이 행위

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개방되

어 있음을 확인하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기를 추

구한다” (¶161 G)

③ 성적 성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동등권에 대한 규정에서 

장정은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민권을 향유할 권

리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동성애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161 H)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

니다.

④ 안수를 위한 요건에 대해서 장정은 “자신이 동성연애를 한

다고 공언한 사람은 사역 후보자로 허입될 수 없으며, 교역

자로 안수받을 수도 없으며, 연합감리교회에서 봉사하기 위

하여 파송 받을 수도 없다.” (¶ 304. 4)고 분명하게 규정하

고 있습니다.

⑤ 결혼집례에 대한 규정도 장정은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결

혼을 사역자들이 집례하여서는 안되며 우리 교회에서 행하

여서도 안 된다” (¶341. 6)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만약 그런 장정의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

요?

▶ 교회법인 장정의 정의에 근거해서 2004년부터는 동성결혼

을 주례하는 것이 처벌 가능한 위법행위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공언하며 동성연애 생활을 하는 것, 동성연애자들

의 결합을 경축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 또는 동성연애자들

의 결혼예식을 주례하는 것을 포함해 연합감리교회에서 교

회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공포한 행위들을 자행하는 경우” 

(¶2702.1 b)가 이에 해당합니다.

①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 목회자가 혼인서약, 반지 교환, 결

혼 선언과 공표를 집례하는 것과 결혼 증명서의 서명을 비

롯하여 결혼식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자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다만 목회자가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위해 다른 장소를 찾

는 데 도움을 주거나, 결혼 예비상담을 하는 것, 결혼식에 참

석하는 것, 성경 구절을 읽는 것 또는 기도와 설교를 하는 것

은 가능합니다.[1]

4) 장정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 연합감리교 교단의 교회법인 장정은 오직 최고입법기관인 

총회(General Conference)에서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

2.	‘동성애	이슈’에	대한	교단	(UMC)의	의사결정	과정	

1) 총회(General Conference)에 제안된 Connectional Table의 

안은 무엇입니까? 

•	총회(General Conference)와 연대사역협의희(Conne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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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은 무엇입니까?

▶ 총회(General Conference)란 연합감리교회의 입법기관입

니다. 4년마다 열리며 거의 2주 동안 모이는 총회는 특별히 

연대성(교단 전체)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

집니다. (총회대의원의 절반은 평신도로, 그리고 다른 절반

은 교역자로 구성됩니다. 총회는 1천2백만 명의 고백교인들

로 이루어진 전 세계적인 교단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표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이번 총회는 850명의 총회 

대표들로 구성되며, 2016년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오레곤 

주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대사역협의희 (Connectional Table)는 2004년에 형성된 

것으로서 “연합감리교회의 비전을 식별하고 명확히 하며, 

총회의 결의와 총감독회와의 협의로 정하여진 연합감리교

회의 선교와 사역과 리소스를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

니다. (¶904) 또한 “총회 기관들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법규를 제정, 실천할 수정안을 총

회에 건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905.5) 연대사

역협의회는 총 47명으로 구성되어졌으며 각 지역총회 대표, 

해외지역총회 대표, 감독 대표, 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져 있습니다. 

•		 언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까?

▶ 2015년 5월 18일 연대사역협의회는 “제3의 길”이라는 동성

애 관련 가법안을 26명 찬성, 10명 반대, 그리고 1명 기권이

라는 표결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6년 총회에 동성

애 관련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2) 총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첫 번째는 현재의 장정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정에 기재된 모든 동성애 관련 법안에 대해 완

전한 개정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동성애 관련 차별법안을 적

극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금지하는 

법과 같이 동성애 관련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연대사역협의회에서 제시한 “제3의 길”[2]을 

투표로 가결하는 것입니다. 제3의 길이란 동성결혼예식을 

목회자의 재량으로 실행하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자를 안수를 줄 것이냐 하는 문

제도 각 연회의 결정에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

에 장정에서 목회자가 동성애자일 경우나, 동성결혼을 실행

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한 현재의 항목 등을 없애는 법

안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동성애를 거절하고 있다

고 하는 항목을 장정에서 빼기로 결의한 법안입니다. 즉, 동

성애 결혼과 그들의 안수를 허락하지만, 동성애 결혼 여부

는 목회자에 따라, 동성애자 안수는 연회에 따라 거절할 수

도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단, 동성애 관련된 이슈나 행

사를 증진하는 데에 예산을 쓰는 것은 금하도록 제안한 법

안입니다. 

3) 교단(총회)의 결정 이후에 대한 전망 

•		 총회 결정 이후에 교단의 변화 가능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

니까?

▶ 첫 번째로는 연합감리교회의 구조가 현재처럼 유지되는 것

입니다. 동성애 관련 법안이 예전과 같이 거부가 되든, 혹은 

적극적으로 폐지가 되든, 혹은 제 3의 길이 채택되어 선택적

으로 동성결혼과 안수가 실시가 되든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

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동성애 법안의 문제로 인해 연합감리교회 교단이 

합의된 분리과정을 순서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개체교회가 교단을 탈퇴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성공회 교단의 경우,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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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관련 보수적인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여 아프리카 중

심의 성공회 교단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미 장로교 교

단 (PCUSA)도 각 노회별로 개 교회들의 탈퇴 과정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교단의	동성애	입장에	대한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	입장과

개체	교회의	대처방안은?	

•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은 동성애 결혼을 합헌이라 판결하였

는데, 지금 당장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체교회에 동성결

혼을 요청해 오거나 교회 건물 사용을 물어오는 성도들이 있

을 경우 개체교회가 이를 거절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가요? 

▶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The First 

Amendment, 1791)가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방해하거나, 언

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

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

떠한 법 제정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체 교회의 신앙의 행위는 교단이 (회중 교회의 

경우에는 개체 교회의 헌장) 명시한 교회 법에 의하여 보

호를 받습니다. 현재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교회법인 장정

(The Book of Discipline, 2012)은 교회 내에서 동성결혼을 

위한 예식이나 행위를 허락지 않고 있습니다.(“The United 

[1] “동성결혼 관련 판결 이후 감독들의 조언”,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참고

[2] http://www.umc.org/who-we-are/preparing-for-2016-general-conference

구약성경에서 보면 시대와 나라가 어려울 때 연약한 3명의 여

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했던 여자 선지자 데보라, 인내와 섬김으로 새 시

대를 연 여성 룻,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130년 전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한국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들어 쓰

셨습니다. 오하이오 리벤나 지방의 여선교회 회원 루시디아 볼드

윈을 통해서 $88 의 지정헌금을 통해서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평신

도 여선교사가 파송되어 조선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교

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여선교회 회원들의 기도와 

헌금은 전도부인 사역을 통해서 조선의 여성들에게 보다 나은 미

래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선교의 열매로 이

렇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여성들을 들

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민자인 한인여선교회 회원들

을 전국연합회로 모이게 하여 국내에선 평신도 여성 지도자훈련

과 아시아에서 전도부인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한인여선

교회는 더 이상 선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교 사

역에 참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

은 비전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

습니다. 2016 년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는 “평화와 여성”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성,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

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2017년 전국연합회 새 임원단 보고

2015년 9월27일 네쉬빌 스카렛베넷 센타에서 실시된 전국총회

에서 선출된 새 전국연합회 임원들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

월까지 2년 동안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 회장: 김리자 권사(아콜라한인연합감리교회, 뉴저지연회)

• 부회장: 권오연 전도사(미드허스든한인연합감리교회, 뉴욕연

회)

• 서기: 손미애 권사(윌셔연합감리교회, 남가주연회)

• 회계: 박나미 권사(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남가주연회)

• 공천위원장: 이한희 장로(윌셔연합감리교회, 남가주연회)

• 재정부장: 이경신 장로(와싱턴한인교회, 매릴랜드연회)

• 영성부장: 송은순 사모(델라웨한인감리교회, 델라웨어연회)

• 선교부장: 김경숙 권사(후러싱제일교회, 뉴욕연회 한인여선교

회 연합회 회장)

• 사회부장: 한충희 권사(뉴저지연합교회, 대뉴저지연회 한인여

선교회 연합회 회장)

• 자료부장: 최만금 권사(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 회원양육부장: 이혜자 권사(뉴저지연합교회, 대뉴저지연회)

• 역사부장: 이미숙 집사(아틀란타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북

조지아연회)

• 문화부장: 이귀옥 권사(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뉴잉글

랜드연회)

• 교육부장: 이춘희 사모(아틀란타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북

조지아연회)

• 홍보부장: 김시춘 권사(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북가주연회, 

Web-Site 담당자)

• 친교부장: 최미란 사모(벨리한인연합감리교회, 남가주연회 한

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 Young Women 부장: 박선민 전도사(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

교회, 북일리노이연회)

• 독서프로램위원장: 은미란 집사(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

회, 북일리노이연회)

• 확대위원: 백영희 권사(에덴한인연합감리교회, 볼티모어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 확대위원: 김순덕 집사(포드워싱턴연합감리교회, 뉴욕연회)

• 확대위원: 엄명회 집사(콜롬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 웨스트오

하이오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 확대위원: 손영희 권사(비젼교회,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선교

회 연합회 회장)

• 확대위원: 이희숙 집사(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북일리

노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 공천위원: 김영남 권사(무지개연합감리교회, 뉴잉글랜드 연회) 

& 백영희 권사(2016~2017)

• 공천위원: 김순덕 집사 & 손미애 권사(2018~2019)

• 감사: 김현순 권사(델라웨어 연회) & 임성혜 권사(뉴욕한인교

회, 뉴욕연회)

• 총무: 김명래 전도사(뉴욕한인교회,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National	Network	of	Korean	UMw)

• 주소(Address):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전화 & 이메일: 914-473-7401 / mrkim81@gmail.com

• Web-Site: www.nnkumw.org

Methodist Church does not condone the practice of ho-

mosexuality and considers this practice incompatible with 

Christian teaching.”)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장정이 제시한 원칙을 따라야 할 책

임이 있습니다.

•		 만일 현재의 연합감리교회 장정이 2016년도에 있을 Gen-

eral Conference에서 ‘제 3의 방안’ (Connectional Table- 앞

에서 설명함)으로 변경된다면 개교회가 우선적으로 준비하

고 대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현재의 장정이 ‘제3의 방안’으로 개정되고 각 연회가 동성

결혼 허용 여부를 ‘개체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경우 개체 

교회는 이를 대비하여 내규(bylaws) 혹은 헌장의 형식으로 

법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체 교회는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정하여 교회총회(구역회)를 통해 결의하고 

내규에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법적인 제재에 대응할 수 있

습니다.

•		 ‘제3의 방안’이 통과되었는데도 연회와 개체교회의 입장이 

다를 경우(예: 소속 연회가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애 

성직자 파송을 모든 개체 교회가 받을 것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총회는 어떠한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까?

▶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은 2015년 한인연합감리교회총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동성 간의 결혼과 동성애 성직이 성서의 가

르침에 어긋난다는 현 장정의 명시를 지킬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만일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의 입장이 소속 연회와 같이할 수 

없어 갈등을 겪으며 문제가 심화된다면 한인교회는 스스로 

신앙노선을 지킬 수 있는 독립연회 혹은 선교연회 구성을 

교단총회에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독립 혹은 선교연회에 소속됨으로써 한인교회

의 신앙 노선을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 갈 것

입니다.

주안에서,

2016년 1월 27일

한인연합감리교회 ‘미래대책위원회’

연합감리교회한인총회 총회장

이성현 목사 드림

사랑하는 전국의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원들께! 

김명래 총무 |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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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담임목사 도상원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부(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	영어예배	오전	9시	30분
•	수요예배	오후	8시	
•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	새벽예배	(월~토)	오전	5시	30분

572	Ryders	Lane,	East	Brunswick,	NJ	08816
732-613-4930		•		www.calvarykumc.com

담임목사 송종남
•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11시
	 3부:	오전	12시/	4부:	오후	2시
•	영어예배	오전	9시	45분
•	수요찬양예배	오후	7시	50분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시

717	Loveville	Road,	Hockessin,	DE	19707
302-235-5735		•		www.dkumc.org

갈보리교회

델라웨어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황기호
•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45분
	 한어청년예배:	오후	2시	30분
•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시	30분		

435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323-931-9133		•		www.wilshireumc.org

담임목사 김태준
•	주일예배	오전	11시
•	영어예배(EM)	오전	10시	
•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10	S.	Walnut	Ln.,	Schaumburg,	IL	60193
847-534-2826		•		www.salempeople.net

윌셔연합감리교회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위한 사순절 특별 기도기간

2월 10일~3월 26일

세계기도일예배(매년 3월 첫째 금요일)

3월 4일

소그룹 리더 전국훈련

3월 7~9일, Sheraton Chicago O'Hare Airport Hotel, IL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3월 16~19일, New Orleans, LA - UMCOR Depot

한인여선교회 동부지역 지도자훈련

4월 1~2일, Alma Mathews House, New York City

2016 한인총회

4월 4~7일,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Chicago, IL

타인종 목회(Cross Racial, Cross Cultural Ministry)

4월 4~7일,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Chicago, IL

다락방(The Upper Room) 집필진 워크숍

4월 7~8, Wisconsin Retreat Center, WI

몽골 기독여성훈련

4월 21~23일, 울란바토우, 몽골

중앙 아시아 기독여성훈련

4월 28~30일, 우소도베, 카자흐스탄

연합감리교회총회(General Conference)

5월 10~20일, Portland, OR

중남부 목회자 가족수양회

7월 12~15일, Corpus Christi, TX

St. Paul 한국어 강좌

8월 1~5일, Leawood, KS

한인여선교회 UN 세미나

9월 29~31일, Church Center for United Nations, 

New York City

한인여선교회 서부지역 지도자훈련

10월 28~29일, CA

2016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섬기시는 교회

와 사역지 가운데 언제나 풍성히 넘쳐 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한인목회강화협의회에서는 ‘만나고 싶습니다’를 출간, 미 전역에서 

각 지역별로 건강한 소그룹 리더 세우기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 3월에는 전국에 계신 목회자들을 초대해 ‘소그룹 리더 전국훈련’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 일시: 2016년 3월 7일(월) 오후 4시~9일(수) 오전 11시

• 장소: Sheraton Chicago O'Hare Airport Hotel

            6501 North Mannheim Road Rosemont, IL 60018

• 강사: 이성호/ 정성호 목사(‘만나고 싶습니다’	저자)

• 참석대상: 목회자 선착순 40명(타인종 목회자도 참석 가능)

이번 ‘소그룹 리더 전국훈련’의 등록비는 무료입니다. (호텔과 식사

는 한목협에서 제공되며, 교통비는 본인 또는 각 교회에서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로 오시는 분들은 Chicago O'Hare(공항코

드 ORD) 공항으로 오셔서, 준비된 호텔 셔틀을 이용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첨부된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고, 참석 여부를 2월 10

일까지 한인선교총무 김한성 목사(kumchurch@gmail.com. 617-

308-2391)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등록 관계상 이번 모

임은 선착순 40명으로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3월 ‘소그룹 리더 전

국훈련’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주안에서,

장학순 목사(한인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장)

김한성 목사(한인선교총무) 드림 

‘소그룹 리더 전국훈련’
 초대공문

8 February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