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비: 3월 24일까지 등록하시는 분:
개인(2인 1실): $225, 개인 독방 및 가족: 
$450, 통근: $50(추가등록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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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100

2017년 총회부터 온라인 등록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등록은 2월 
15일 이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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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 연회 새 한인 감리사 2명 선임 발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 여러분께,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분별의 기도 시간과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따른 적정한 협의들을

거친 후 나는 장위현 

목사를 2017년 7월 1

일부로 Metro Bos-

ton Hope 지방 감리

사로 파송한다는 발

표를 하게 됨을 기쁘

게 생각합니다. 장 목

사는 지난 2016년 9월 1일부터 임시 감리사

로 사역해온 Ronald Wilson 목사의 뒤를 이

을 것입니다.

Metro Boston Hope 지방은 강한 영성과 사회

정의의 리더, 그리고 틀에 박히지 않는 생각을 가

지고, 행정의 능력과 평신도와 함께 일하고자 하

는 마음이 있는 감리사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장 

목사가 이 지방을 아주 잘 이끌기에 필요한 그러

한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

며, 장 목사의 감리사회 참여가 사회 정의의 이슈

에 지속적인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여깁니다.

장 목사는 현재 Metro Boston Hope 지방 

Belmont-Watertown 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

로 섬기고 있으며, 25개의 중독치유 그룹의 사

역과 미션을 가진 두 교회의 합병을 돕기도 했

습니다.

장 목사는 그 전에는 매사추세츠 주 Chicopee 

시의 Faith 연합감리교회와 뉴햄프셔 주 Con-

cord 시의 Wesley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홈리스 

한인총회 안내
존경하는 한인총회 회원 여러분께!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사랑하시는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2017년 한인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게 돕고 초교파와 지역 파트너들

과 협력으로 지역 봉사센터를 개설하게 된 뉴햄

프셔 주 Manchester 시 제일연합감리교회 등을 

섬겼습니다.

장 목사는 그가 태어난 한반도의 평화에 열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12년부터 2016

년까지 연합감리교회 한반도 평화계획을 이끌었

습니다. 그는 3개 지역의 이민자들을 돕는 Jus-

tice for our Neighbors의 New England 지부

를 구성하고 발족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

니다. 또한, 장 목사는 New England 연회 전략

계획 테스크포스에서 섬겼습니다. 그는 2012년

과 2016년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위한 연회 대의

원 선거에서 첫 번째 목회자 총회 대의원으로 선

출되었습니다.

1999년에 정회원 목사 안수를 받은 장 목사

는 보스턴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Woburn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유연 목사와 결혼하였습니다. 그

들의 딸 Hope 양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나는 또한 임시 감리사로 사역하기 위해 은퇴

를 미뤄준 Wilson 목사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

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감리사회와 지방회

에서 아주 잘 섬겼습니다. 리더십을 인수인계하

기 위해 준비하는 장 목사와 Wilson 목사, 그들

의 가족들, Belmont-Watertown 연합감리교회, 

Metro Boston Hope 지방을 위해 저와 함께 기

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Sudarshana Devadhar 감독

뉴잉글랜드 연회

그리스도의 형제자매 여러분께,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분별의 기도 시간과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따른 적정한 협의들을

거친 후 나는 강태성 

목사를 2017년 7월 1

일부로 New Hamp-

shire 지방 감리사로 

파송한다는 발표를 하

게 됨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강 목사는 지난 2016년 7월 1일 은퇴의 신분

에서 다시 돌아와 임시감리사로 사역해준 Gwen 

Purushotham 목사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내가 감리사회 멤버들에게 기대하는 자격조

건들에 더해 강 목사는 New Hampshire 지방

회에 특별히 필요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기독교 신앙의 삶에 열정이 있고, 미

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의 중요성, 

특히 목회자들 간의 관계에 대해 잘 이해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개발하고 육성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강 목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Charlton 

City 연합감리교회(매사추세츠 주)를 섬기고 있

습니다. 그는 1999년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

회에서 안수를 받았고, 노스캐롤라이나연회로 

2004년 정회원 목사 멤버십을 옮긴 후, 2008년

부터 뉴잉글랜드연회 소속이 되었습니다. 현재 

섬기는 교회 이전에 강 목사는 한국과 노스캐롤

라이나 주에 2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메인 주

와 뉴욕에서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의 사역 기간 동안 강 목사는 지도력 개발과 

신앙형성,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 등에 집

중적으로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그가 섬겼던 교

회 중 한 교회에서는 지역봉사센터를 세웠고, 현

재 섬기는 교회에서는 여름 기독교 음악 축제를 

신설해 매년 400여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

린이와 청소년의 사역과 소그룹 사역에 대한 강 

목사의 열정이 감리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도

와줄 것입니다.

강 목사는 한국의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신학 학

사 학위를 받았고, 목원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신

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Asbury 신학대

학원에서 2001년에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메인 주에 있는 Husson 대학에서 2008년에 경영

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연회 안수위원회와 

개척교회 팀을 섬겼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회

장과 아시아 위원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강 목사의 아내인 강미나 사모는 버라이즌 회

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그들에게는 An-

drew, Kat, Julie 등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등산과 여행, 수영과 영화 보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또한 임시 감리사로 사역하기 위해 은퇴

의 신분에서 돌아와 뉴햄프셔 지방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준 Purushotham 목사에게 깊이 감사

를 드립니다.

인수인계 과정에 있는 강 목사와 Purusho-

thams 목사, 그들의 가족들, 뉴햄프셔 지방과 

Charlton City 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저와 함께 기

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Sudarshana Devadhar 감독

뉴잉글랜드 연회

뉴잉글랜드 연회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연회에서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감리사 3명 중 2명이 바로 한인 목회자인 것이다. 
Sudarshana Devadhar 감독은 지난 1월 22일 새로 임명되는 감리사 3명 파송에 관한 발표를 통해, 장위현 목사와 강태성 목사를 오는 7월 1일부로

각각 Metro Boston Hope 지방과 New Hampshire 지방의 감리사로 파송한다고 연회 웹을 통해 알렸다.
장위현 목사와 강태성 목사와 함께 이번에 파송된 다른 감리사는 Jill Colley Robinson 목사로서 Vermont 지방의 감리사 7월 1일부터 섬기게 된다.

아래는 New England 연회 Sudarshana Devadhar 감독의 장위현 목사와 강태성 목사의 감리사 선임에 관한 발표문을 번역한 것이다.

장위현 목사 강태성 목사

	주제: “함께 연대하여 약속의 땅을 걷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 Building a Community in the 

Promised Land”(엡 2:19~22)
	일시: 2017년 4월 24일(월)~27일(목)
	총회 장소: Hilton Los Angeles Airport
  5711 West Century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5
	저녁집회 장소: LA 연합감리교회(이창민 목사)
  7400 Osage Avenue
  Los Angeles, CA 90045

자세한 정보는 www.koreanumc.org의 <2017 
한인총회 등록 요청 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대 한인총회 총회장 

김광태 목사 드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라고 Hynicka 목

사는 말했다.

피난처 제공은 성서적이다.
Minerva Carcaño 감독은 1월 17일 새 정부 

아래 이민자들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 우려하

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전국 단위의 전화 

기자 간담회에 참여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또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행정부가 듣기를 희망하며 기자 회견을 가

졌습니다”라고 캘리포니아-네바다주 감독이자 

교단의 이민 테스크포스를 이끄는 Carcaño 감

독은 말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적대시하거나, 

벽을 쌓고, 이산가족을 만들며, 많은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었던 유년자를 위한 연기 조치법(De-

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을 되돌려

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

다. 이는 올바르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Carcaño 감독은 많은 교회와 예배 처소들이 

그들의 문을 이민자 형제자매들에게 열어주는 

것에 용기가 생긴다고 말했다.

“우리 개체교회의 사람들이 피난처에 대한 폭

넓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 점은 저의 마음을 따뜻

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우리의 학교 등”이라고 감독은 말했다.

피난처 제공은 성서적인 것이라고, 그녀는 덧

붙였다.

“우리는 피난처 제공이 성서에 바탕을 두며, 

낯선 이들을 환영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한 우리 믿음의 표현임을 잊었습니

다. 이는 제자도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위한 기도
연합감리교회들은 대통령 취의식 날에 전국

적인 기도회를 가졌다.

뉴욕 연회 Thomas Bickerton 감독은 열정을 

이민자가 많은 미국의 한 거리에서 행동으로 보

이는 행사를 가졌다.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는 이민자 

회중이 있는 교회들의 여러 목회자를 만나는 것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라고 그

는 말했다.

연회의 이민자 관련 테스크포스 위원들과 다

른 교회의 리더들은 식료품을 나누어 주는 곳을 

교단 소식

이민자의 피난처를 제공하는 연합감리교회들

댈러스의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 한복판, 

성도 대부분이 이민자들인 연합감리교회를 섬

기는 Owen Ross 목사는 그 교회가 “외국인 나

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Ross 목사는 왜 Christ Foundry United 

Methodist Mission이 추방의 위협에 있는 어

느 누구에나 피난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

는 60여 개의 연합감리교회 중 하나인지에 관

해 이야기하며 레위기 19장 34절의 말씀을 인

용한다.

미국 이민국 경찰(Immigration and Cus-

toms Enforcement)은 교회나 병원에 들어가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관례를 가

지고 있다.

이민에 관한 규정들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

상되는 Donald Trump 대통령 선출 이후, 전국

의 800여 개 이상의 예배처소에서 이민자들에

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과 이산가족이 되는 위

협에 처한 이민자들이나 또는 그들이 피난해온 

국가들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이민자들을 보호

하기로 선언했다.

많은 옹호 단체들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

은 수인, 25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추방시켜 

“추방 대통령(Deporter-in-Chief)”라 불렸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들에 이미 맞서왔다.

Javier를 위한 집
필라델피아에 있는 Arch Street 연합감리

교회는 2016년 11월 13일부터 Javier Flores 

Garcia의 집이 되어 주었다. 멕시코 출신인 

Flores는 이민국에 자수하는 대신 교회로 발걸

음을 돌렸다.

Robin Hynicka 목사는 Garcia가 교회 안에

서 평화롭게 살고 있으며, 많은 교회 프로그램, 

특히 홈리스 사역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

했다.

“그의 아들, Javier Jr.는 밤에 그와 함께 지

냅니다. 다섯 살인 이 아이는 그의 아버지의 옆

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라고 Hynicka 목사

는 말했다. 마흔 살의 남편 Garcia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다.

Arch Street 교회가 피난처를 제공하는 교

회라는 소식이 알려진 후, Hynicka 목사는 전

국의 여러 교회로부터 이와 같은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조언을 구하는 전화

를 받고 있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

지에 대해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우리

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 중 하나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바로 안전감을 유

지하는 것입니다. 이민국 경찰이 이곳에 들어

오는 것을 막을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는 말했다.

Garcia는 그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

을 세우고 있는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서류가 없는 이민자이면서 어

떤 옹호 단체와도 연결되지 못했거나, 또는 비

자를 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다면 

2016년 총회(Portland, Or)에서  Carcaño 감독이 이민자를 위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

뉴욕 연회의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회와 포럼에서 Thomas J. 
Bickerton 감독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

방문했고, “Know Your Rights” 세미나에 참여

했으며, 기도회를 열고 이민 이슈에 관한 포럼

을 개최했다.

“우리의 목적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있는 사

람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

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전했다.

피난처 제공 지침서(toolkit)
교단의 사회정의 기관인 연합감리교회 사회

부는 피난처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을 위

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지침서는 신앙을 바

탕으로 하는 지역 옹호 단체의 많은 이들에 의해 

만들어져 공유되고 있는 초교파적 자료라고 총

회사회부의 기본권과 인권의 책임을 맡고 있는 

Jeania Ree Moore는 말했다.

“많은 이민자의 지역사회는 대통령과 행정부

의 조치에 대한 변화가 그들의 삶과 생활환경 그

리고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두

려워하고 있습니다”라고 Moore는 말

했다.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러한 위협

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

다. Obama 정부의 정책과 실행들은 

Trump 정부의 새로운 도전들과 더불

어, 관련된 지역 공동체들과 교회 안

팎의 사람들, 이민자와 협력자들이 오

랫동안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대응해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사회부는 “Know 

Your Rights(권리 바로 알기)” 세션

을 지원하고, 임시 체류자들과의 연대

하는 부분에 대해 관료들과 대응해 해

왔다고 총무 Susan Henry-Crowe 목

사는 말했다.

“우리는 환영과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며 두려

운 분위기를 바꾸려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민자들의 후원
캘리포니아 주 남부와 중앙의 일부, 하와이, 

태평양 섬들, 괌 그리고 사이판을 포함하는 캘리

포니아-퍼시픽 연회는 피난처 제공을 원하는 교

회들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가주-태평양 연회는 우리 안에 있는 가

장 약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피난처 제공

에 관해 확고한 조치들을 가지고 명백히 지원합

니다”라고 로스앤젤레스 지역 Grant J. Hagiya 

감독은 말했다.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원칙은 이와 같이 명시하

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출신국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인정하여, 이를 포용

하고 강조한다.”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2016년 연합감리교

회 총회는 자녀들을 가진 가족들의 구금을 포함

한 이산가족을 만드는 이민 정책에 맞서며, 개체

교회가 이민자 가족들을 돕기 위한 사역을 할 것

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승인했다.

Trump 대통령 선출 이후, MARCHA(Metho-

dists Associated Representing the Cause of 

Hispanic/Latino Americans)는 개체교회들이 

이민자들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

했다. 

이 단체의 회장인 Lyssette Pérez 목사와 상

무이사인 Elías Galván 감독이 서명한 이 성명서

에는 “정치와 이데올로기 이념 가운데, 우리는 편

협성, 박해, 차별 그리고 증오 등으로 가장 심한 

갈등 상황에 놓여있습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Ross 목사는 성서에 이 이슈보다 더 자주 또

한 지속적으로 나온 정치 이슈는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고민해온 것이

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응

답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

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

한 성서의 명령에 귀를 닫아버림은 아주 슬픈 사

실입니다.”

■ 글쓴이: Kathy L. Gilbert, United Methodist 
News Service(UMNS)

2 February 2017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USPS14070) is published monthly by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810 12th Avenue South, Nashville TN 372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Nashville TN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PO Box 
320, Nashville TN 37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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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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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 up for Contact Digest, 
a free e-newsletter, at www.koreanumc.org
Send news to kumc@umcom.org

편집국장:		이승필	목사	|	jlee@umcom.org
편집부장:	임주연	|	jkim@umcom.org

이민자의 피난처 지원에 관한 성명서

UMC 뉴스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모였던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는 새로운 선교지를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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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포함)
 마감: 3월 31일까지(조기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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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www.koreanumc.org의 
<2017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일정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oday, I stand with colleagues represent-

ing several faith traditions to strongly de-

nounce President Trump’s widespread at-

tack on immigrants and refugees. President 

Trump’s reckless, ill-conceived executive 

orders will divide families, impose a religious 

test for Muslims facing forced migration, 

penalize communities providing sanctu-

ary and wall off the United States from our 

neighbors. These actions are expensive, un-

necessary and profoundly antithetical to our 

values of compassion, dignity and justice for 

all individuals regardless of nationality, reli-

gious affiliation or legal status.

The biblical witness is clear and unam-

biguous. Walls are unbiblical. Hospitality is 

biblical. Denying one’s neighbor is unbibli-

cal. Welcoming the stranger is biblical. It is 

not surprising that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teach the reign of God as a banquet 

to which all peoples are invited. We are to 

welcome the sojourner, love our neighbor 

and stand with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These very values from our sacred texts 

연합감리교

회 가주-태평

양 연회 지도

자들은 망명을 

원하는 피난민

들과 이산가족

과 추방의 위

협 속에 있는 

이민자들, 그리

고 이 땅에 늘

어나는 가정폭

력과 집단 괴롭

힘 등의 폭력 피해자들을 환대하고 피난처를 제

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여러 교회와 그러한 사역

들, 그리고 관련 기관들을 위한 우리의 명백한 지

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우리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을 

환영하는 것이 성서적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에는 이렇게 선언하

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and faith traditions are currently reflected in 

the mandate of the U.S. Refugee Admissions 

Program and must not be usurped by any 

executive order. Orders, legislation or ad-

ministrative actions that would have the U.S. 

State Department disqualify refugees from 

protection and resettlement based on their 

nationality or religion are a denial of the very 

principles this nation was built upon, contra-

dict the legacy of leadership our country has 

offered the world, and dishonor our shared 

humanity.

Jesus was explicit in his teachings. In 

Matthew’s gospel Jesus says, “Whoever 

welcomes you welcomes me, and whoever 

welcomes me welcomes the one who sent 

me.”(Matthew 10:40).

Refugees and immigrants arrive among 

us, not only with their needs, but also bear-

ing gifts of energy, resourcefulness, love of 

liberty and hope. These gifts have always 

contributed to the renewal of our society and 

the church.

Above all, these strangers bring to us the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

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

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

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

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

님이다.” (새번역)

연합감리교회의 사회생활 원칙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출신국과 관계없이 하나

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인정하여, 이를 포용하고 

강조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용, 거주, 

의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사회적인 편

견에서 자유로워야 할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다. 

우리는 교회와 사회가 이민자들의 은사와 공헌

과 노고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공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세계적인 연합감리교회는 2016년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공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산가족을 만들고, 자녀들이 있는 

가족들을 구금하는 이민정책을 반대하고, 지역 

대통령 행정명령에 관한 총감독회 회장의 성명서

2017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일정안내

Christ. When we welcome a stranger we 

welcome Jesus, and when we welcome Je-

sus we welcome our creator. Refugees, im-

migrants, those yearning to be free—these 

are the ones whom Jesus spoke about when 

he said, “I was a stranger and you welcomed 

me”(Matthew 25:35).

Repeatedly Jesus tells his disciples: “For 

those who want to save their life will lose it, 

and those who lose their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Matthew 16:25)

The original Greek language is far more 

poetic, powerful and prophetic. In finer 

translations of the Greek language, we hear 

Jesus saying: “Whoever seeks to build a wall 

around their soul shall destroy it; whoever 

tears down the wall (around their soul) shall 

bring their soul to a living birth.”

The very soul of our country is at stake. 

When we abandon strangers who are at risk 

of bigotry, xenophobia and violence we not 

only destroy their hope, we destroy our own 

souls. When we fail to assist the refugees 

fleeing danger, we not only place them in 

교회들이 이민가족들을 위한 사역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가주-태평양 연회는 ‘Sanctuary Church’, 
‘No Estan Solos’ 난민 센터와 Cal-Pac Neigh-

borhood Immigrant Clinics, Immigrant Wel-

come Congregation Network, Border Minis-

tries Team 등과 연대해 성장과 훈련, 네트워킹을 

준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

리는 광범위한 Sanctuary Movement를 위해 초

교파적 신앙공동체들과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 가주-태평양 연회는 우리 안에 있는 가

장 약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피난처 제

공에 관해 확고한 조치들을 가지고 명백히 지

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David Farley 목사, Director 

of Justice and Compassion Ministries(dfarley@

calpacumc.org | 626-568-7356)에게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harm’s way, we do harm to our own souls. 

When we build walls of concrete, or walls of 

divisive rhetoric, or walls of fear, or walls of 

immoral immigration policies, we build a wall 

around our own souls.

Christ calls us to tear down the walls 

around our souls that we might live fully and 

abundantly. Thus, I call on the Trump ad-

ministration and the U.S. Congress to re-

scind the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save 

the soul of our country. 

I call upon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o see the face of Christ 

in the refugee. Say “no” to the walling off of 

our country and our hearts and say “yes” to 

their hope — our hope — for new life. Let us 

unite and work together to bring the soul of 

this country to a living birth!

Bishop Grant J. Hagiya | Los Angeles Area Resident Bishop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Bishop Bruce R. Ough, President | Council of Bishop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Grant J. Hagiya 감독, 칼팩 연회

Bruce R. Ough 감독, 총감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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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리며, 미주 전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인연합
감리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충
만하게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 미국과 모국 대한

민국을 비롯해 많은 
세계의 국가들이 지
금 새로운 변화에 직
면하고 있는 현실입니
다. 미국은 오바마 대
통령이 임기를 마무
리하고, 새로운 대통
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들의 

모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고, 
침통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우리들의 지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주위의 변화들이 우리 한인연합감리교
회의 남선교회 선교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믿습니
다. 연합감리교회 남선교회 사역의 역사는 1903
년 이래 미국 역사 속 주류 사회 내에 직간접적으
로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
내온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연
합감리교회 장정’에 명시된 연합감리교회의 진보
적이면서도 넓은 시야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감리
교의 교리를 밟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인연합감리교회 남선교회’에 주어진 선교
의 역할을 다시 되새기며, 그 선교의 역할을 통하
여 우리 전체 연합감리교회와 조화를 이루는 선교
가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오늘도 그 교리에 알
맞은 남선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드림교회(담임 정영희 목사)를 섬
기고 있는 본인 김진동(RICHARD KIM) 권사는 연
합감리교회 남선교회 사역 활성화에 필요한 선교 
정착 작업의 일원으로 연합감리교회 주류 기구인 

General Commission on United Methodist Men 
이사회(Board of Director) 회원으로, 또한 연합감
리교회 서부지역총회 남선교회 회장으로 봉사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자진 봉사하
는 이유는 본인 개인만의 성취(Ambition)라기보다
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남선교회 육성과 공동체에 
직접 참여함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
입니다.

연합감리교회의 한인 감독님과 감리사님, 그리
고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 평신도 지도자님 형
제자매 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인
연합감리교회 남선교회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2017년엔 주
님의 축복과 은혜로 한인감리교회 남선교회가 활
성화될 수 있기를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것”을 배웠다고 한다면, 목회자 학교에서는 목

회 현장의 전문가들에게서 우러나오는 “목회 자

체”를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르치시는 멘토 목사님들이 삶과 목회 현장에서

의 그 진액을 그대로 쏟아 부어주셨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닙니다. 

목회자 학교에서의 2년간 4학기의 소중했던 배

움들이 주마등과 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첫 번째 

학기에 목회자 학교를 큰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

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 이 훈련이 결코 만만한 과

정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해준 설교 클리닉 

시간—긴장감과 압박감을 동원한 짧은 설교를 마

친 후, 멘토 목사님들로부터 정말 날카로운 지적

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던 그 시간을 지금도 생생

히 기억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

대일 설교 클리닉을 통해 얼마나 큰 도전과 배움

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의 마음에 깊이 

담겼던 멘토 김혜선 목사님의 명언—설교 준비란 

“목회자의 눈물로 잘 반죽해서 성령 하나님의 불

로 잘 익혀내는 떡이 되는 과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한없이 쏟아 내렸던 추운 겨울 워싱턴에

서 2학기, 목회자의 부르심과 사명은 “그리스도인

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목회의 본

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자 거룩한 하

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임을 책이 

아닌 멘토 목사님들의 삶의 고백으로 배웠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직업병은 그리스도와의 사귐, 개

인의 영적 생활을 일로 대하는 것임을, 열심 지상

주의 가운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그 내면은 텅 빈 목회자가 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목사의 최우선의 목회 대

상은 자기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채찍과 같이 다가왔

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세 번째 학기, 학

생들도 멘토 목사님들도 눈물과 콧물을 

많이 쏟았던 “목회의 위기”에 대한 배움

을 기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사울이 다윗에게 던지는 창으

로 비교하며, 동료 목회자들의 위기에 대

한 이야기들을 듣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

2015년 가을에 시작되었던 목회자 학교 3기

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샌디에이고에서의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목회자 학교의 4학기 과정을 

끝으로 아쉬움 가득 품은 채 끝이 났습니다. 멋진 

태평양 바닷가를 앞에 두고, 호텔에 내내 갇혀 있

으면서도 그 시간이 행복했었고, 아침부터 저녁까

지 계속되는 수업들이었지만 힘든 줄 모르고 웃음

과 울음이 가득했던 그 시간을 아직도 아쉬워하

며, 그 여운이 지금까지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목

회자 학교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

을 호소하는 목회자 학교 증후군을 앓고 있는 동

역자들이 있을 정도로 목회자 학교의 여운은 오

래갔습니다. 

이런 아쉬움과 여운을 뒤로한 채 목회자 학교

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사실 목회자 학교의 2년간의 배움

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이지만, 그중

에 제일 중요한 배움을 꼽으라면 “목회 자체에 대

한 배움”입니다. 신학교에서 오랜 시간 “목회에 대

한인연합감리교회 남선교회 전국 회장

김진동(Richard Kim) 권사

한인연합감리교회 소식

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멘토 목사님들 중에

도 정말 너무 화가 난다고, 너무 큰 상처는 쉽게 아

물지 않는데 괜찮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독이

시기도 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때로는 창을 던

지고 창에 맞아 피 흘리는 이런 사람들 간의 아픔

들이 있음을 솔직하게 그리고 가슴 아프게 공감

하며 피부에 와 닿도록 배웠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의 마지막 학기, 목회자의 영성

과 자기 관리에 대한 주제로 목회자의 영성관리와 

함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목회자가 스스로 채워

지는지에 대해 깊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성

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

제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일주일 내내 배우며 나에게 하나님을 만

나는 통로가 있는지, 나라는 그릇에 하나님 다움

이 담겨 흐르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하는 시간

한인연합감리교회
남선교회 회장
새해인사

목회자 학교 3기를 마치며...

이었습니다.

목회자 학교에서 이런 소중한 “목회 자체”에 대

한 배움과 함께 덤으로 찾아온 배움은 바로 en-

counter(만남이 주는 기쁨) 이었습니다. 목회자 학

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

을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그 소중한 만남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것... 가장 나 다

운 자를 발견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가면 없이 있

는 모습 그대로의 나, 가장 나다운 다를 발견하게 

해준 목회자 학교에서 만나는 동역자들과 멘토 목

사님들이 너무 반가웠고, 함께 일주

일을 보내면서 배우는 지혜와 함께하

는 기쁨이 그 어떤 것들을 상쇄하고

도 남을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만

들었습니다. 그 만남이 주는 기쁨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스승의 은혜”를 

함께 부른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 학

교 마지막 학기 마지막 날 오후, 목회

자 학교 마지막을 향해가는 마지막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학생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멘토 목사님들께 감사의 선

물을 전달하며, 함께 큰 목소리로 “스

승의 은혜”를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

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부르는 학생들이나, 그 

스승의 은혜를 듣고 있는 멘토 목사님들 모두 감

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사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스승이라는 말은 처음이시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던 교장 선생님... 그렇게 우

리는 진짜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로 끈끈하게 이어

정요셉 목사

Summerside 연합감리교회, OH

목회자 학교 3기 단체사진

목회자 학교 예배 모습

목회자 학교 소그룹 토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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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는 않을까?’ 일어나지도 않은 유치한 고

민까지 내 마음에 엄습해 왔지만, 그래도 나와 나

의 혹인 딸아이까지 기꺼이 받아주신 교장 선생

님과 진행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자

고 다짐했다.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목회자들이 모였다. 

게다가 목회 연수의 차이도 각양각색이었다. 10년

이 훨씬 넘게 목회를 한 선배 목회자분들도 여럿 

있었다. 나이는 지긋하시지만, 늦게 목회자로 부름 

받아서 마음만은 열정 어린 새내기 목회자분들도 

있었다. 그 안에 여성목회자, 남성목회자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다양한 색깔을 풍겨내는 

20여 분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1월과 9월에 각각 2

번씩 모여서 총 2년 동안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여

성목사 000가 아닌 20여 분의 목회자 학교 학생 

중의 한 명일 뿐이었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LA에

서, 워싱턴에서, 플로리다에서, 샌디에이고에서... 

각각의 장소에서 모일 때마다 목회자들은 시간을 

머금고 어딘가 모르게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

해 가고 있음을 서로가 느낄 수 있었다. 

어느새 서먹서먹했던 첫 만남이, 기다려지는 

만남으로 승화되고, 숙제가 있고 발표를 해야 하

며, 예배 인도를 맡을 때의 부담감마저도 이길 수 

있게 우리의 만남은 목회자학교 3기라는 이름으

로 더욱더 깊어져 갔다. 3번째 모임을 마치고 헤

어질 때는 마지막 모임만을 남겨 둔 것을 실감하

기 싫은 듯 ‘졸업을 연기하고 싶다, 낙제를 해서 

재수강을 해야 한다, 3년 과정으로 학교를 연장해

야 한다, 졸업 여행을 번외 편으로 준비해야 한다’

라면서 목회자학교 증후군에 시달림을 곳곳에서 

호소했다.

다들 자신들의 목회 현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땀을 흘리며 교인들을 이끌며 목회에 전

념하는 목회자들인데, 목회자 학교 3기라는 이름

으로만 모인 이 그룹에서는 마치 

동심으로 돌아가서 헤어지기 싫어

하는 순수한 학생들이 되어 있으

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신기

한 진풍경인가!

지난 2년간 참 많은 시간을 배

움에 쏟았다. 설교 비평 시간을 통

해서 모든 목회자가 부족한 부분

이 설교임을 그리고 자신만이 가

진 소중한 장점이 있음을 배우기

도 했다.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되

돌아보고, 목회 계획을 세우는 모

델링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돌이켜 보며, 목회자로 거듭나는 시간을 갖게 되기

도 했다. 그리고, 성격유형을 통해서 살펴보는 목

회자들의 리더십 유형과 그 유형에 따라서 목회의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공부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받는 시간을 갖기

도 했다. 게다가, 목회자의 자기 관리와 영성 관리

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성 관리법을 서로 나눔으로 인해 도전받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2년 동안 이 학교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목회자 학교는 다른 일회성 연장교육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요; 선

생님과 학생의 관계요; 동역자와 동역자의 관계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다르면서도 같은 듯, 같으면서

도 다른 듯한 관계들이 얽히고설키면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목회자 학교만의 공기, 

목회자 학교만의 정신, 목회자 학교만의 감동, 그리

고 목회자 학교만의 시간을 가능하게 했다. 그것이 

목회자 학교 3기를 수료한 우리 모두가 이 학교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임을 믿어 의심치 않을 거

라고 확신한다.

제시카 라그론(Jessi-

ca LaGrone) 목사는 좋

은 멘토의 요건을 4가지

로 그녀의 책(Set Apart: 

Holy Habits of Prophets 

and Kings)에서 소개한

다. 우선 첫째, 판단하지 

않고 듣는다. 둘째, 하나

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

나님을 찾도록 확신을 준

다. 셋째, 우리의 삶과 행

동에 더 나은 변화를 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

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

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붉은 원숭이의 병신년이 시작된 것이 어제 같

은데 벌써 정유년 

2017년이 다가왔

네요. 하나님의 축

복과 은총이 넘칠 

2017년, 부푼 마

음으로 새해를 맞

이하는 모든 회원

님들 복 많이 받으

십시오!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넘치

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후딱 지나가 버린 지난 한해를 되돌

아보니 우리 연합감리교회 한인여선교회 전국

연합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참 풍성한 한 해

였습니다. 전국연합회 임원 수련회로 시작하여, 

동부 지역 지도자/ 서부지역 지도자 훈련으로 

새 일꾼들을 발굴하고, 유엔세미나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인종적인 인류의 갈등, 문제와 

해결책들을 재검토하며, 3차에 걸쳐 전도부인 

사역으로 몽골, 카자흐스탄, 블라디보스토크에 

선교의 영역을 넓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젊은 2세들은 유엔

에서 열렸던 60회 여권신장위원회의 모임에 참

석하여 세계적으로 여성권리를 위하여 일어나

고 있는 광범위한 여권신장 운동의 여러 모를 목

격하고 배우며 도전을 받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계속 중국, 중앙아시아, 러

시아와 몽골에 전개될 전도부인 사역을 통하여 

전국연합회가 많은 영혼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 2017년도에는 내쉬빌에서 있을 

전국지도자 대회, 우리 2세 젊은 여성들의 훈련

을 위하여 Washington DC에서 열릴 GBCS의 

세미나 등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

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전국연합회를 더 성장시키시고, 이 세상에 많은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긴요한 선교의 도구로 쓰

시리라 믿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는 저희를 위하여 좋은 선물들을 마련하셨으리

라 큰 기대를 해봅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합감리교회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김리자 권사

목회자 학교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장
새해인사

친구의 권면, 그것이 내가 목회자 학교 3기에 

발을 들여놓게 된 동기가 되었다. 목회자 학교 2

기를 마친 동료 목사로부터 3기 입학할 것을 적

극적인 추천을 받게 된 것이다. 여성목사로서 미

국회중 목회를 하고 있던 나는 당연히 망설일 수

밖에 없었다. ‘나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연장 교육

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내용도 알차다는 소

식은 들었지만, 한 아이의 엄마로서, 교회에 총 4

주를 참석해야 하는 한국어 과정에 들어간다고 자

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지방, 연회 차원에서 열렸던 영어로 진행되는 많은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나는 나 자신의 모

든 감정과 의지를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모국

어 교육과정에 대한 끌림을 내려놓기가 힘들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목회자 학교 3기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여성목회자가 너무 없으면 

어쩌지? 너무 소수여서 남성목회자들의 들러리

가 되는 건 아닌가?, 혹시 이러저러한 불이익이 

고은영 목사

글렌브룩한인연합감리교회, IL

목회자 학교 소그룹 토론 모습

고은영 목사(글렌데일한인연합감리교회, IL) 설교 모습

들 수 있다면, 때로는 듣기 힘들지라도 진실을 말

해준다. 넷째,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공교롭게도 목회자 학교는 이 4가지의 모든 요

소를 갖춘 멘토들과 그 귀한 영향력을 받기를 기

꺼이 반기는 멘티들의 만남의 장이었다. 좋은 멘토

가 있을 때 좋은 멘티가 존재하고, 상호 의존적인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이 스승과 제자, 멘토와 멘

티의 사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목회자 학

교를 통해서 나의 나 됨이 더 아름답고 단단해졌

음을 고백할 수 있다. 때로는 부족한 나의 나 됨을 

조금 더 나아지도록 격려하며 애를 써 주는 동료

들이 있음에, 그리고 이를 위해 힘을 실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멘토들이 있음에 나의 사

역에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년간의 목회자 학교 3기의 소중한 경험

은 나의 마음 깊숙이 오랜 잔상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4기, 5기, 6기...로 이어지는 목회자 학교의 

연속성을 간절히 기대하며, 모든 목회자를 목회자 

학교에 초청하고 싶다. 특별히 여성목회자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이 목회자 학교에서의 시간을 선물

하고 싶다. 끈끈한 공동체로서의 경험, 밥상공동체

를 원 없이 나눌 수 있는 시간, 여성과 남성을 뛰어

넘어 동고동락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애를 선물로 

받게 된 이 시간을 말이다. 

목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특권

이자 선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떤 길보다도 

외롭고 힘든 길이다. 그 목회라는 특권과 선물이 

목회자 학교라는 공간을 만나면서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서로 축하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그 외롭

고 힘든 길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멘토 분들과 동료들이 있음에 한없이 

감사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 학교에 오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

니다!!!

져 있음을 모두 발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멘토로 섬겨주신 

목사님들—류재덕 목사님, 이훈경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 김영봉 목사님, 김혜선 목사님, 황헌영 목

사님, 한의준 목사님, 황승일 목사님—과 스태프

(Staff)로 섬겨주신 한명선 목사님, 원홍연 목사

님, 허건 목사님, 조성연 권사님께 깊이 감사드립

니다. 또한, 목회자 학교가 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인목회강화협의회와, 후원해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

랑과 헌신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저희 모두 참 행

복했습니다. 2년 동안 좋은 친구요 동역자가 되어

준 많은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제 목회 자체가 

부유해졌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도로 이어

지는 목회자 학교 3기... 꿈같이 지나간 시간, 귀한 

믿음의 동료 선후배 목사님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이 아쉽기도 하지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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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mba 감독은 특별위

원회의 보도자료를 통

해 말했다. 그는 위원

회 회의를 진행하는 3

명의 감독들 중 한 명

이다. 그와 다른 두 감

독(서부 버지니아 지

역 Sandra Steiner 

Ball 감독과 플로리다 

지역 Ken Carter 감

독)들은 토론의 진행

을 돕지만. 위원회의 

일에 대한 투표권은 

없다.

애틀랜타에서 지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는 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3명의 감독들,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몇몇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옹호단체인 

Love Prevails은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에 

대해 항의했다.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에서 

회의장에 들어갈 것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기자

들도 들어갈 수 없었다.

Carter 감독은 위원회의 위원들이 서로 신뢰

를 쌓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번 첫 회의를 비공개

로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교단이 크게 

나뉘어진 이때에 우리는 위원들이 서로를 알아

가고, 서로 속 깊은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라

고 Carter 감독은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그들이 함께 일하

기 위한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들에는 위원들

이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포함

되어 있다. “언약을 세우면서 우리는 서로 깊은 

대화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Carter 감

독은 말했다.

Carter 감독은 위원들이 각자 섬길 실무 그

룹을 정했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실무 그룹들은 아래와 같은 주제들

에 집중하게 된다:

 다른 교단들의 경험에 대해 배운다.

 2019년 특별총회의 활용 방안을 위한 전략

을 검토한다.

 동성애자(lesbian, gay, bisexual, trans-

gender and queer or questioning)의 경

험들에 대해 이해한다.

 현 교단의 상황에 대해 이해한다.

 교단 연대의 새로운 형태에서 아프리카, 아시

아 유럽 등의 해외지역총회가 원하는 것을 이

해한다.

 위원회 자체의 구성에 따라 내재하는 힘의 

역학관계를 이해한다.

동성애에 관한 교단의 가르침에 대해 연구를 

과제로 했던 과거 위원회들은 주로 신학과 성서

에 관해 논의했다고 Berryman은 말했다. 이 특

UMC News

특별위원회 Way Forward
많은 분야에서 교회의 화합에 대해 논의

2017
전국지도자대회

동성애와 관련한 분열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

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 연합감리교인 그룹의 첫 

모임에서 위원들은 서로에 대해 알고 신뢰를 쌓

아가는데 주요 시간을 보냈으며, 가능한 결론들

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9개국에서 온 32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Way Forward는 6개의 실무 그룹으로 나뉘어 

어떻게 해야 교단이 화합될 수 있을지에 관한 문

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 그룹은 

회의 중간에는 전문가와 논의하거나, 리서치와 

토론에 참여하는 등의 “과제”를 하게 될 것이다. 

켄터키 연회 연대사역 담당자인 Julie Hag-

er Love 목사는 이 특별위원회에는 연합감리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말

했다.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나눔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서로와 교회를 깊

게 이해하고 함께 일하려는 의지와 헌신이 있었

습니다. 비록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곤하고 기

진맥진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시작된 앞으로 

이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희망적이고 기쁘게 여

깁니다.”

위원회의 한 위원인 Matt Berryman 또한 희

망적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그 회의에 동성애자

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하

기 위해 모이지 않았다는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

습니다”라고 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

의 책임자인 Berryman은 말했다. 그가 책임을 

맡고 있는 단체는 동성애자들을 교회의 삶에 모

든 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옹호하고 있다.

어떤 감독은 주제는 어렵지만, 미팅의 분위

기를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 

생각에는 각 위원들이 참여 의지가 확연히 나타

났고,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것은 고무적입니다”라고 중앙 콩고지역 David 

2017 전국지도자대회는 한인감리교회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5월 말 Memorial Day Week-
end에 열립니다. 저희는 이 대회가 전국에 있는 평신도 리
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훈련을 받고 교제하게 함으로 연합
감리교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 주며 교회에 대한 보
다 큰 안목을 갖게 해 주는 의미 있는 모임이라고 믿고 있
습니다. 이번에는 하와이에서 모이기 때문에 배우고 은혜
받는 것 외에도 와이키키 해변의 호텔에서 묵으며 바다도 
즐기고, 대회 후에 본인들의 선택으로 패키지 관광을 하
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와 파트너교회연
합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와 하
와이 한인코커스에서 협력하여 이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지도자대회의 주제는 ‘글로컬리즘 시대의 교회지도
력’(Building Leadership in Glocalism)입니다. 세계적인 것
과 지역적인 것이 함께 공존하는 글로컬리즘 시대에 범세
계적이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세계적 변화와 동향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 지
도자를 세우는 대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의 목적을 가
지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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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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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교회의 역사적 태동과 성장 과정, 변화와 전망에 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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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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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는 www.koreanumc.

org의 <2017 전국지도자대회에 
초대합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Jorge Acevedo 목사(왼쪽), Alice Williams 씨, Jasmine Smothers 목사, Tom 
Lambrecht 목사 그리고 Mazvita Machinga 씨가 특별위원회 첫 만남에서 대화
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Diane Degnan

특별위원회 Way Forward 회의에서 Scott Johnson이 
게시판에 적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Diane Degnan

Hahn is a multimedia news reporter for United Methodist News Service. Contact her at (615) 742-5470 or 
newsdesk@umcom.org.

별위원회는 문화 전반에 걸친 관계개선과 신학

적인 다양함 속에 서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검토

하게 될 것이다.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는 동성애자의 

지위에 관한 격렬한 토론으로 인해 이 특별위원

회의 구성을 승인했다. 총회는 이 위원회가 지난 

1972년부터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의한 교단 장정을 검토하고 

가능한 대로 수정 제안할 것을 요청하였다. 총

감독회 실행위원회는 또한 이 위원회가 세계적

인 교단으로서의 새로운 방향들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결정하였다.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이 알고 있고, 우리는 그 바뀌는 것이 어떠한 모

습일까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예비단계에 들어왔습니다”라고 Ber-

ryman은 말했다.

Carter 감독은 이번 첫 회의 분위기가 “희망

적이었다”고 말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사람

들의 보기 드문 다양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

리는 이 복잡하고 중요한 이 과정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라고 Carter 

감독은 말했다. 

위원회의 위원이며 스위스에 있는 Meth-

odist e-Academy의 코디네이터인 David N. 

Field는 위원회의 일을 계속하고 새로운 친분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될 앞으로의 회의들을 기

대하고 있다.

“다름에 관한 것들이 진실되게 다루어졌습니

다. 위원들은 서로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 노력했

습니다. 좋은 농담들도 많이 했습니다. 첫 회의

를 끝내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

한 책임감과 믿음과 희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Field는 첫 회의에 대

해 말했다.

2018년 초까지 앞으로 8번의 회의일정이 잠

정적으로 정해졌다. 다음 회의는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애틀랜타에서 열리게 된다.

장정의 수정에 관한 모든 것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감독회는 2019년 특별총회 소집

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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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칼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날 찾았다며?” 선교사가 소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막 14살이 된 ‘옥분이’라고 불리는 

조선 소녀가 수줍은 듯 입을 열었습니다. “선

교사님은 고향으로 가시죠?” “그래 이제 일주

일 후면 떠나야 할 것 같아.” 조선에 선교사로 

왔던 미네르바 구타펠(Minerva Guthapfel) 선

교사는 아쉬움 가득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옥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크

리스마스 트리와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도 보겠

네요? 그분들께 옥분이가 감사해 한다고 전해

주세요.” 뜻밖의 제안을 받은 선교사는 재미삼

아 옥분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옥분이를 모를 텐데 뭐라고 소개해줄까?” 선교

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분

이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말해 주세요.” “세

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아니 

옥분아 세상은 넓고 네가 가장 행복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아니면 내 친

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선교사의 말에 옥분이는 고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조선에서 가

장 행복한 소녀라고 말해 주세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자신을 소개한 옥분이는 가난한 가정

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굶주림과 추위에 시

달리던 어느 날 부잣집에 종

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

서는 고된 일과 매질까지 덧

붙여졌습니다. 추운 겨울 손

과 발에 동상이 걸릴 때까지 옥분이

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주인은 선

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옥분이

를 맡겨버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서 치료받은 지 1년이 지난 후, 결국 

두 손과 한쪽 발을 절단할 수밖에 없

었습니다. 그런 옥분이가 자신을 돌

보아 주던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떠

나기 전 자신을 조선에서 가장 행복

한 소녀라고 소개해달라고 한 것입

니다. 선교사가 옥분이게 물었습니

다. “그래 친구들에게 너를 조선에

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소개할게, 

그런데 왜 행복한지 이유를 말해주면 그 사

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좋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의 어리석은 질문에 옥분이의 지

혜로운 답이 이어졌습니다. 

“첫째는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

이고요. 둘째는 여기 온 후로는 매를 한 번

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셋째는 이곳

에 온 후로는 배고픈 적도 없었기 때문

이고요. 넷째는 의사 선생님이 다시는 주

인한테 돌아가지 않고 여기 있어도 된다

고 하셨기 때문이고요. 다섯째는 하마터

면 잊어버릴 뻔했네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예

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

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다 있

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

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두 손이 없고 발 하나가 

없는 저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

래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들어주셨어

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

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서부터 알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정말이에요. 제가 조선에

서 가장 행복한 소녀예요. 그분들께 ‘감사하다’
고 전해 주세요.” 

구타펠 선교사는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으로 

감리교 소속으로 1900년대 초 한국에서 헌신

한 여자 선교사입니다. 구타펠은 조선에서 만

난 아이들과 당시 조선의 모습을 여러 선교잡

지에 기고하였으며 그 글을 모아 1911년 “조선

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The Happiest Girl in 

Korea”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구타

펠 선교사를 파송한 기관은 1869년에 시작된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부(Woman’s Foreign 

Mission Society)”입니다. 1904년 당시 서울에

는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턴 선교사를 비롯

한 8명의 여자 선교사가 있었고, 평양에는 의료 

선교사였던 로제타 홀 선교사와 미국에서 공부

한 후 의사가 되어 돌아온 에스더 박, 그리고 제

물포에서 사역했던 2명의 여성 선교사를 포함

해서 총 14명의 선교사가 “여성 해외 선교부”소

속이었습니다. 이들을 파송한 “여성 해외 선교

부”는 오늘날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UMW, 

United Methodist Women)”가 되어 그 선교

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선교회가 새롭게 구성된 임원단을 

중심으로 2017년 한 해의 헌신을 다짐하며 헌

신예배를 드립니다. 100여 년 전 조선에 복음을 

전하며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를 길러낸 

것처럼,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소녀들”을 길러내는 여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랑스러운 사역뿐 아니라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늘 봉사와 섬김으로 복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

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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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구 합니다”라는 표어로 우리를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든지, 이 세상을 징계하시든지,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을 불게 하시든지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인간을 통해 이 땅에 일을 하시기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기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올 2017년 세계기도일예배는 “차별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필리핀 
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예배문으로 드립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 보좌에 올려 드리며 그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식민지의 어두운 역사, 
이어진 빈곤, 무더운 날씨, 높은 실업률, 빈부의 
격차 등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필리핀 
교회 여성들이 부르는 희망과 행복의 노래에 
우리가 합창으로 화답하며 올려드립니다. 
세계가 하나 되어 올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감사, 만족을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별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필리핀과 함께 
세계기도일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총회장 강성숙 사모

“차별없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
(마 20:1~16) (Am I Being Unfair to You?)

예배문 작성국: 필리핀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회원 여러분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가 어느덧 3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를 
위해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이 일을 위해 부름 받은 동역자들의 수고로 
인하여 이곳 미주 땅에서 열매를 바라보는 해를 
맞이하게 되었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열매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일 것입니다. 벌써 2017년도 3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속도 만큼이나 
세상도 알 수 없는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어찌 이겨낼지 심히 고민스러웠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어려울 때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됨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2016년 
제9차 총회를 산호세에서 잘 마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악인도 
선하게 쓰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선인도 악하게 쓰시는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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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2017년 세계기도일 예배 안내
2016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

2017 Growing Church Conference

2월 13~15일, Las Vegas, NV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3월 16~18일, GBCS, DC

중국 기독여성훈련

3월 24~25일, 장춘, China

유라시아 여선교회 지도자훈련

3월 28~30일, 블라디보스토크, Russia

2017 한인총회

4월 24~27일, 로스엔젤레스, CA

중앙 아시아 여선교회 지도자훈

5월 4~6일, 우소도베, Kazakhstan

전국지도자대회

5월 26~28일, Honolulu, HI

서부지역 목회자 협의회 가족 수양회

7월 3~6일, Flagstaff, AZ

동북부연합회 목회자 가족수련회 

7월 17~20, 벌링턴, VT

2017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7월 24~28일, San Jose(SJO), Costa Rica

St. Paul신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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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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