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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위원회인 ‘Commission on a Way 

Forward’의 32명을 발표했습니다. 새 위원회인 ‘Commission 

on a Way Forward’에서는 교단이 갈 길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

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단순히 동성애에 관한 것만 

논의하지 않고, 전반적인 문화와 교회 구조의 관계 형성을 위한 

새로운 방안, 그리고 연대적인 교단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재정

의하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교단의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대상이 바로 우리 한인 교회들과 한인 목회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단의 변화에 우리 한인총회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인총회는 우선 교단의 새 위원

회인 ‘Commission on a Way’에서 논의되고 결정하는 사항들

이 한인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모니터링 그룹을 조직하여 가동하려

고 합니다. 

이 모니터링 그룹은 얻은 정보를 한인교회 입장에서 분석

하여 한인총회에 알려 줄 것입니다. 그러면 한인총회는 제기

된 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며 우리들의 갈 

길을 결정하여 갈 것입니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이 과제의 성격상 이미 조직되어 있던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인 ‘미래대책위원회’가 연결성이 있으므로 그 책임을 ‘미

래대책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위원장으로는 증경 총회장이시

면서 그동안 ‘미래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정호 

목사님(후러싱제일교회, NY)이 계속 봉사해 주시기로 했습니

다. 임원회와 ‘미래대책위원회’가 함께 대처 방안들을 준비하

여 2017년 한인총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더욱 심도 있게 논의

하며 우리들의 갈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다가오는 4월 24일(월)~27

일(목)에 LA(Hilton Los Angeles Airport 그리고 LA 연합감리교

회－이창민 목사)에서 열릴 2017년 한인총회는 매우 중요합니

다. 우리들의 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총회에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여 함께 고견을 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한인총회는 “함께 연대하여 약속의 땅을 걷

는 교회(그리스도의 몸): Building Community in the Promised 

Land”(엡: 2:19~22)를 주제로 삼고 모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

하여 교단과 시대의 변화에 창조적 대안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

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정하는 일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 기

도하고 생각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십시다. 특별히 한인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께 한 가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

다. 한인총회 오실 때 평신도 대표를 꼭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

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목회자들만의 힘과 수고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반드시 함께 연합해야만 대처

해 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장래는 암담할 뿐입니

다. 그러나 흑암에 빛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총회장 신년인사

존경하옵는 ‘한인

총회’ 회원 여러분께,

새해를 맞이하여 존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

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사랑하시

는 가정 그리고 섬기시

는 교회와 목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한인 총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한인총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

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인총회는 올해로 4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계

속 발전하여 한인총회는 지난봄 시카고의 2016년 총회에서 함

께 경험한 것처럼 1세와 2세(Nexus), 남성과 여성, 한인목회와 

타인종목회, 목회자와 평신도와, 한인교회와 교단,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와 그 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꿈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습

니다. 이렇게 한인총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창립 때부터 지난 

43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여 주신 모든 역대 총회장님들

과 한인총회를 위해 귀한 시간과 은사를 드려서 중앙위원, 임

원, 상임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인총회를 기도와 재정으로 섬겨주신 모든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양한 목회의 형편과 처지

에 있는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역대 총

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여러분, 저는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며 먼저 여

러분과 함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

은 바로 한인총회와 한인 교회 그리고 한인 목회자들에게 큰 위

기로 다가올 수는 교단의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의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지

금까지 한인 총회와 우리들의 목회는 든든한 교단 덕분에 비교

적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순탄하게 왔습니다만 이

제 맞이하는 2017년 새해에는 이 잔잔한 바다와 같은 교단이 

격랑이 일어나는 바다로 변할 수도 있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

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한인총회는 시대의 변화가 가져온 큰 과제를 안

고 2017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주지하시는 바

와 같이 지난 2016년 5월 열렸던 교단 총회 이후 교단 내에 일

어나는 현상들은 2017년에 교단 내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총감

독회는 동성애에 관련하여 깊은 분열을 겪고 있는 우리 교단이 

공석 중인 ‘선교총무’의 인선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선교총무의 선정절차는 세계선교부의 Office of Recruitment and 
Selection에서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이 사역에 소명이 있으신 분은 다음 ‘링크’를 방문하여 선교사 지원절
차에 대해 안내받으시고 ‘온라인’ 양식을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https://gbgm.embark.com/apply/missionary

제반 관련사항 문의
1) 지원절차: Alejandra Padilla, Manager for Recruitment and 

Selection에게 문의

2) 업무: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장학순 사무총장에게 문의

 Alejandra Padilla
 Sr. Manager Recruitment and Selection
 apadilla@umcmission.org

 Paul H. Chang(장학순 사무총장)
 Executive Director, Korean Ministry Plan
 pchang@umcmission.org 

‘선교총무’ 인선 안내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대

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과 언제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오셨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에서 희망의 빛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마음을 열

고 그 하나님을 맞이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이나 공동체에 

새날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도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

인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

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2017년 한

인총회에 꼭 참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옵는 한인총회 회원 여러분, 2017년 맞이하여 우리 모

두 함께 기도와 동참과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인총회의 놀라운 여정에 계속 동행하실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

하겠습니다.  

 

김광태 목사 드림

22대 한인총회 총회장

특집 신년대담

정희수 감독과의
인터뷰
4~5 페이지



KUMC 소식

2017 Growing Church Conference 초대 공문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온 한해를 돌아보

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

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쉽지 않은 목회, 올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셨던 일들을 해내었다고 고백할 수 밖

에 없습니다. 또 한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주

께서 동행해 주시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양

지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갈망하면서 2017년 

Growing Church Conference를 준비했습니

다. 이에 목사님들을 2017년 GCC에 초청합

니다. 오셔서 목회현장에서 경험하셨던 하나

님 이야기를 나누시고, 서로 배우는 가운데 

도전받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어 질적으

로나 양적으로 교회성장을 꾀하는 데 유익이 

더해지기를 간망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GCC는 서부지역 한인선교구 목회회의

(주재감독 Grant J. Hagiya)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중소형교회 

성장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총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

며, 한인목회강화협의회(사무총장 장학순목사)에서 협력지원하

고 있습니다. 이제 GCC는 전국에 오픈되어 전국에 산재한 한인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바라건대 GCC를 통

해서 서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여러 지

역에서 참가하시는 목사님들의 교회가 동반 성장하기를 갈망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교회와 목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GCC Coordinator 이기용 목사
Co-Worker 황승일 목사

1. 일시: 2017년 2월 13~15일(월~수) 2박 3일

2. 장소: Suncoast Hotel(www.suncoastcasino.com)

   9090 ALTA DRIVE, LAS VEGAS, NV 89145

    702-636-7111

올해는 전국지도자대회 대신 동부와 서부 지역으로 나눠서 평신도지도자대회를 치렀습니다. 

2017년 전국지도자대회는 한인감리교회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5월 말 

Memorial Day Weekend에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모임이 전국에 있는 평신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훈련을 받고 교제하게 함으로 연합감리교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 주며 교회에 

대한 보다 큰 안목을 갖게 해 주는 의미 있는 모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와이에서 모

이기 때문에 배우고 은혜받는 것 외에도 와이키키 해변의 호텔에서 묵으며 바다도 즐기고, 대회 

후에 본인들의 선택으로 패키지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제자

사역부와 파트너교회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와 하와이 한인코커

스에서 협력하여 이 대회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17 전국지도자대회에 초대합니다

3. 등록비: $100/ 1인(모든 신청자는 일단 등록비와 함께 신청

서를 보내주세요.)

4. 장학금: 재정 상황에 따라 비행기 및 경비에 대한 지원을 계

획하고 있습니다. 미자립선교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별도 지원 신청자에게도 일정 장학금

을 지원하게 됩니다.

5. 공항: McCarran International Airport(LAS)를 이용하시면 됩

니다. 

6. 교통편: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행됩니

다. 비행기로 오시는 분들은 셔틀을 타고 호텔로 들어오시

면 됩니다. 호텔에서 체크인 하시고, 자동차로 교회까지 이

동합니다.

7. 신청안내: 우선 신청자 총 40명

  1차 마감 － 1월 15일 · 2차 마감 － 1월 29일

  서부지역(Western Jurisdiction) 외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

들은 10명으로 제한됩니다.

 신청서/등록비를 보내실 곳: 남기성 목사 Kisung Nam(서기)

		주소: 311 S. Broadway, Santa Maria, CA 93454-5105

 후원금 보내실 곳: 심시정 목사 Shijung Shim(회계)

  Pay to: GCC

  주소: 625 Hamilton Ave. Palo Alto, CA 94301

8. 가능하면 서둘러 등록해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강의 및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http://www.

koreanumc.org/ministry-network/2017-

growing-church-conference를 참조하세요.

9. 후원요청: 이번 컨퍼런스를 위하여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지도자대회의 주제는 ‘글로컬리즘 시대의 교회지도력’(Building Leadership in Glocalism)

입니다.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함께 공존하는 글로컬리즘 시대에 범세계적이면서 지역

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세계적 변화와 동향 속에서 교회와 기독

교 지도자를 세우는 대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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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감리교회가 당면한 이슈와 갈등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교회와 지도자의 역할을 새롭

게 한다.

  한인교회의 역사적 태동과 성장 과정, 변화와 전망에 대해 배우고 미래를 준비한다.

  파트너십을 통해 건강한 중소형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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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은 2017년 1월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추후 공지는 www.KoreanUMC.org를 참조

담임 목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교회와 세상을 향한 큰 시야를 갖게 하고 또 휴식도 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교회연합회 회장 고한승 목사
총회제자사역부 김광기 목사

2016 GCC 참석자 단체사진

2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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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 복된 2017년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타인종목회 신년 인사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총이 여러

분들의 사역과 목회현장을 통해 많은 이들에

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인 갈등과 그것이 야

기시키는 부도덕한 민족주의, 우월의식과 차

별로 인해, 이곳 미국사회는 물론 전세계에 

걸쳐 서로 다른 인종간의 긴장, 폭력, 두려움

이 나날이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타

인종 목회사역에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사명뿐만이 아니

라, 오늘과 같은 현실에서 참 공동체 본을 우

리로 하여금 선포하시기 위해 이곳 미국땅에 

많은 한인 타인종목회자들을 세우셨다고 간

절히 믿습니다. 

2017년 새해는 연합감리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타인종목회사역(Cross Racial-Cross 

Cultural Ministry)의 소중한 열매들을 기억하

고, 이러한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가

족들에게 연대와 화합의 장을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

한 소명과 사명을 재확인하고, 서로가 한마

음으로 격려하고 협력할뿐더러, 한인 타인종

목회자 협의회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과 가족

들이 혼자가 아님을 일깨우는 시간들이 절실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저희 타인종목회자협의회 임원들

은 타인종목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섬기시고 

헌신된 목회 선배들과 함께 먼저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목회에 실

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CRCC 마당’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8과목의 CRCC(타

인종목회) 마당 온라인 과정이 시작되어 실

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마

당주간’을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개최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현재 여덟 명의 타인

종목회사역자에게 4개월에 걸친 8과목 온라

인 과정과 다가오는 ‘마당주간’을 통해 이분

It is my prayer that the Lord 

will bless you and your minis-

try abundantly so that you and 

your ministry will be a source 

of blessing to others. 

We are living in a time of 

political climate that is giving 

moral license to overt racism 

and discrimination giving rise 

to the escalating racial tension, 

violence and fear through out the US and the 

world.  I believe that for such time as this God 

has put us in the context of the Cross Racial 

Cross Cultural ministries in the United States to 

proclaim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and 

present a different reality of being community.  

Through our presence in the United Meth-

odist Churches and through our ministry, we 

are in a strategic place to show love and share 

the possibility of God’s realm of peace and 

harmony.   This work of fulfilling God’s call 

is something we do not and cannot do alone. 

Knowing that there are sisters and brothers 

who share in this call gives us encouragement 

and strength.  You are not alone, but there is 

a community of KA CRCC clergies working 

along side of you!

In order to be of support to you and your 

ministry, the Executive team and other com-

mitt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the Korean American United Methodist 

Pastors Serving in Cross Racial Appointments 

(NAKAUMPSCRA) have been working very 

hard to create a place of learning, networking 

and sharpening the ministry skills called “CRC-

Cmadang”.  We are currently in the midst of 

the first CRCCmadang courses of 8 webinars.  

CRCCmadang will culminate with the “madang 

week” May 15-19, 2017 in Ft. Lauderdale, Flori-

da.  We have 8 KA CRCC pastors participating.  

It is our hope that CRCCmadang is valuable in 

들이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건

강한 사역자들로 더욱더 영향

력 있는 지도자들로 성장 발전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

망합니다.

더불어, 돌아오는 2017년 8

월 7~10일에는 한인타인종목

회자총회(NAKAUMPSCRA)

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번 모임은 타인종협의회 사

역 20주년을 축하하는 특별하고도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인타인종목회자협

의회는 1997년 1월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서 GBHEM에서 섬기시던 윤길상 목사님과 

Arther Gafke 목사님께서 50여 명의 한인 타

인종목회자들과 처음 모임을 개최하며 시작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 연합감리

교회 안에는 타인종목회 사역으로 섬기시

는 한인 목사님들이 400여 명에 이르게 되

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여름 시카코에서

는 “Re:Member”라는 주제 아래, 지난 20년

을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의 사

역을 축하하는 자리로 함께할 것입니다. 

“Re:Member”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

와 다가오는 미래에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계획

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타인종

목회를 섬기시는 목회자 자녀들과 가족을 위

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

음 회기를 이끌어 줄 임원진을 선출하는 시간

도 가질 것입니다.

등록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제공될 

것입니다. 부디 시간을 내셔서 가족과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8월에 시

카고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격

려와 독려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기원하며, 

타인종목회자 총회 회장

박신애 목사 드림

developing effective CRCC pastors and leaders 

and will be continued for years to come.

Another event we are planning to support 

you is the upcoming NAKAUMPSCRA convo-

cation to be held August 7-10, 2017.  This is a 

special gathering, as we will be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our Association.  In Janu-

ary of 1997, The Revs. Kil Sang Yoon and Ar-

thur Gafke, staffs of the General Board of High-

er Education and Ministry hosted an event for 

the Korean American clergies who are in the 

CRCC appointment in Chicago, IL.  Little less 

than 50 KA pastors gathered for this inaugural 

gathering and there we organized ourselves 

as NAKAUMPSCRA.  20 years later, there are 

about 400 KA clergies serving in the CRCC min-

istries through out the connec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On August 7-10, 2017, we will gather in Chi-

cago where it all began for us to “Re:Member” 

giving God thanks for these 20 years and cel-

ebrate our collective ministries.  We will take 

time to “Re:Member” as we look back and see 

where we were, look around to see where we 

are and also to look ahead to see where God 

is calling us. There will be excellent faith pro-

gram planned for children.  

We will also be holding election at this gath-

ering for the next leadership team.  Detailed in-

formation for registration will be forthcoming.

Please mark your calendars and plan to at-

tend with your family.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in Chicago in 

August and May the courage and strengthening 

of the Lord be with you!!

Shalom,

Grace Pak
President, NAKAUMPSCRA

Happy and Blessed
New Yea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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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다시 묻는 작업입니다. 연합감리교회 감독회의가 총회를 

통해 상정하고 이끌고 있는 지구공동체의 빈곤과 질병의 문제, 

그리고 건강한 주의 일꾼을 세우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는 길을 역점으로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위스콘신의 현실에서 

철저하게 복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교단총회 이후에 총감독회의가 주도하여 새로운 
기구 Commission on a Way Forward가 조직되었
습니다.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기대에 대하여 말씀
을 나누어 주십시오.

지난 총회에서 경험한 것처럼,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에 대

한 이해와 선교적인 접근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

로 간극을 형성함을 반영하였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

었습니다. 총회 이후에 총감독회의 주도로 32명의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였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바로 동

성애 논의에 대한 교단의 정체성과 미래를 중심 사안으로 두고 

있습니다. 구성은 미국 안의 5개 지역총회와 아프리카, 유럽, 아

시아의 중앙연회들이 포괄된 구성으로 8명의 감독, 11명의 평신

도, 13명의 목회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총회 위원회와 총감독회의는 2019년 초에 특별총회를 통하

여 특별위원회가 상정하는 교단의 미래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

이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동성애의 주제를 중심으로 교단의 미래와 구

성원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총감독회의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위임을 중보기도 일정을 

확정하고 전 교단이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미래를 놓고 중보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분열을 예상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에, 모든 연합

감리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책임 있는 대화를 모색하여 가는 것

은 시기적으로 중요합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체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한인총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일단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기에, 그 절차와 논의가 공론화되기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지

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논의처럼 감

독회의는 각 연회에서도 동시적인 기도 청원과 다양한 대화를 

모색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특별위원회 활동과 함께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어떻게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연합감리교회 교단과 한인연
합감리교회 공동체가 서 있는 자리와 앞으로의 방향
과 바램에 대한 감독님과의 대담을 나누게 된 것을 감
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리더십을 통해 교회를 섬
기시는 감독님께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

우선 지금 감독님께서 하시고 계신 사역들에 대해 말
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의 사역은 우선 섬기는 연회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임무

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스콘신 연회에서 두 번째 회기

를 맞으며 저는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할 것인

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은 연회에 속한 모

든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많

은 노력과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감독이 교회와의 관계

를 돈독히 하고, 함께 사랑하는 연대와 일치 관계를 실천하는 것

이 리더십의 근본이라고 여깁니다. 그 관계는 사람들과 사람들

의 관계처럼 인격적이고, 동시에 우주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

르면서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

히 여기는 전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

고자 하시는 거대한 담론을 동시에 실행하신 것입니다. 연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항상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

사에 깨어 있고, 성령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변혁의 역사를 따

르는 순종과 결단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연회를 치리하시며 감독님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선교
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 위스콘신연회는 ‘Imagine Wisconsin Anew’라는 선교

의 목표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은 자비와 정의

(mercy and Justice)사역에 더욱 깊은 자리에 온 교회가 참여하

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도시와 농촌이 상존하

고 있는데, Milwaukee 시와 같은 지역은 경제적인 차별과 빈곤, 

인종과 문화적인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여

름에 그 갈등은 폭력과 대결의 악순환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습

니다. 교회가 주변 세상을 보다 유기체적으로 연계하고, 가난하

고 소외된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자비와 정의

가 구조적으로 실현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적인 정체

성의 핵심인 사회적 성화와 성서연구를 통하여 이웃사랑에 새

로운 결단을 교회마다 가져갈 수 있도록 선교적인 소명을 진작

하는 일입니다. 인종문제와 빈곤문제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위

스콘신 전역에서 실제 일어나는 문제이기에, 예수의 복음을 시

대적인 부름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가

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설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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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와 보이지 않는 교회(invis-

ible church)가 있다고 전통적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교회는 우

주적인 교회요, 공교회의 이미지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체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해해야 함을 말합니

다. 그래서 지금 교단이 처해 있는 형편을 바라보면서 한인교

회들이 교단 전체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바른 합의와 선택

을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는 복음적인 

사명 속에서 지속적인 연대를 실천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역사적으로 인종과 노예의 문제 등으로 교단의 분열

을 겪어온 전례가 있었기에, 어떤 이슈나 교리적인 문제로 인

한 분열은 한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문제와 갈등 속에

서 교회는 거룩한 전통 안에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며 아주 역

동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정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난제이지만 결국 성령에 의존하고 성서

와 복음이 말하는 인간 구원과 해방의 문제에 맞춰서 편견과 사

회 정치적 여건을 넘어서는 신앙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는 생

각이 듭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

여 전열을 가다듬고, 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을 실현하도록 부름 받은 교회라는 그 존재의식을 보다 공고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백을 함께 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갈등과 이해관계로 인하여 정통과 비정통을 나누는 교회가 아

니라, 반석 위에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다인종 다민족 교회

로서의 연합감리교회가 보다 통전적인 아름다운 교회, 미래적

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자리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언
급하셨는데,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 선교적 방향에 대
하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국 전역에 흩어져 건강한 교회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인

교회들은 특별한 선교 공동체로 역사를 더 해가고 있습니다. 아

직 한인교회 공동체를 새로 개척하여야 할 지역이 많이 있기에 

느헤미야 운동이나 한인총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속해서 

선교의 지도를 창의적으로 그려가고 지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교단 총회가 지원하는 한목협의 예산 활용은 여전히 한인선

교의 광맥을 확산하여 가는데 소중한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

기에 한인연합감리교회 미래선교기금과 같은 보다 

영구적인 기금을 모금하자는 생각을 구체화하고 있

습니다. 교단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한인연합감

리교회 중심으로 미래선교기금을 마련하고, 이제까

지 지원해온 차세대들을 위한 탄탄한 비전과 위임

과 함께 미래의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연합과 기

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귀한 지도자로 함께 섬기는 박정찬 감독님, 그리

고 조영진 감독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 교회 지도자

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계획들을 모

색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체는 한인공동체들

과 교차문화 타인종목회를 더하여 이미 교역자의 

수가 천여 명을 바라보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었습

정희수 감독과의 인터뷰

2016 한목협 연례회의, 정희수 감독, Malcolm Frazier(GBGM), 장학순 사무총장

4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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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연합감리교회 동북부연합회 송년예배

한인연합감리교(KUMC) 동북부연합회(회장 이용연 목사) 송년예배

가 지난 12월 26일 오후 5시 뉴욕 만백성교회(이종범 목사)에서 개

최되었다.

강혜경 목사(연합회 여성목회자 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번 송년예

배에서는 만백성교회 이종범 목사의 인사말, 연합 찬양팀의 찬양인

도, 장재웅 목사(연합회 한인교회 대표)가 대표기도하고 어린이 설

교는 박영미 목사(연합회 부회장)가 인도했다.

이날 첫 번째 설교는 연합회 타인종목회자 대표인 이원택 목사가 ‘우
리의 애굽’이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두 번째 설교는 김혜선 목사(2017

년 뉴저지연회 은퇴목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란 제

목으로 각각 설교하였다. 

이어서 동북부 연합회 소속 선교교회 목회자를 돕기 위한 헌금시간

과 이용연 회장의 인사말, 전임 회장 감사패 증정, 박정찬 감독의 격

려사, 이희문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친교시간에는 

김효익 목사와 안성천 목사, 강혜경 목사의 인도로 준비한 쌀과 경

품을 나누며 참석자들이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동북부 연합회는 2017년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뉴욕연회 코커스와 미주 웨슬리 부흥전도단 주관 종교개혁 500주

년 기념 영국 요한 웨슬리 유적지 학습여행을 후원하기로 했고, 7

월 17일부터 3박 4일 동안 버몬트주 벌링턴에서 여름 수련회를 갖

기로 했다.

영국 요한 웨슬리 유적지 여행은 요한 웨슬리의 생애와 발자취를 

집중적으로 더듬어 보는 학습 투어로서 회심의 장소인 올더스게잇

과 웨슬리 채플이 있는 런던을 비롯하여 출생지 엡워스, 사역지였

던 브리스톨, 그리고 웨슬리 형제가 다녔던 옥스퍼드 대학교 등을 

순례하는 여정이다. 

■ 기사제공: 장재웅 목사,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NY)

니다. 젊은 세대의 지도자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괄목할만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체는 이제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교단 내에서 다양한 책임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민 교회 130년 역사 속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는 한국인 

회중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의 영적인 자산을 바탕으로 1970년

대 이민역사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최근까지 더해왔

지요. 저희 모두에게 어머니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동역하

는 일을 더 성실하게 감당하여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4년 한인목회강화협의회는 세계에 흩어져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공동체들과 연대하고 정의와 평화의 사역을 위한 복

음적인 위임도 더하면서, 프로그램 지원과 개척선교를 넘어서

서 하나의 선교적이고 신학적인 큰 그림을 그려가는 일을 꿈꾸

고 있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많은 일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독님은 현재 총회세계선교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시고 계심을 감사드립
니다. 총회세계선교부의 활동과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회세계선교부가 교단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

요하기 때문에 남다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토마스 캠퍼 총

무와 전 직원들이 연합감리교회 공동체를 대신하여 선교적인 임

무에 전념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에 아틀랜타로 총회세계선교부 본부 사무실을 이전

하였습니다. 200여 년 동안 뉴욕 맨해튼에 위치하던 역사를 접고 

새로운 애틀랜타의 시대를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본부 캠퍼

스에 들어가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세계선교의 패러다임을 변혁

하는 전초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From Every-

where to Everywhere)” 이루어진다는 선교표어를 통하여, 미국

을 중심으로 선교를 타지로 보내는 과거의 패턴을 세계에서 세

계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성은 선교의 방

향을 바꾸어가는 하나의 응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헨

티나에 라틴 남아메리카의 지역 사무실을 2015년에 열어 운영

하고 있으며, 2017년 3월에 서울에 아시아 지역 사무실을 열게 

됩니다. 이제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지역을 확산하여 지구촌 전

체를 아우르는 선교정책과 활동을 지원하는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에 흩어져서 섬기는 선교사들의 활동을 교

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교회들이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선교지가 연합감리교회의 파트너가 되고 그곳에서 일어나

는 생명의 구원과 변화, 복음적인 활동이 역전(reverse)으로 우

리 교회들을 재헌신하게 합니다. 총회세계선교부가 그러한 하

나님 선교의 변혁적인 운동의 도구가 되도록 함께 섬기려고 합

니다.

보다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의 활
동 가운데 지속해서 영적인 동력과 에너지를 주는 일
들에 대하여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움직임을 세계적인 교회, 우주적

인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바라보는 것이 제게 영적인 동력을 줍

니다. 바쁜 일정들 속에서 살더라도 말씀 속에서 높은 등대, 전

망대, 아니 발코니와 같은 곳에 오르는 훈련과 연습을 끊임없이 

하고자 합니다. 하박국 2장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일이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생

각합니다. 영성훈련 아카데미의 교수로 지난 20여 년 참여하면

서 “Spirituality in Global Context”를 강의하며 영성공동체와 걸

음을 함께 가고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신학교 강의실을 동경

하기도 하지만, 섬기는 연회와 리더십 강단들을 광의로 여기고 

학습하는 마음으로 신학자적인 자세

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빈곤과 기아의 문제는 환

경문제와 함께 저의 큰 기도의 제목

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영의 맥

박이 강하게 뜁니다. 지난 4년 UM-

COR(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살

림을 하면서 이 일을 자주 경험하였

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

이 있는 한 저희의 사역은 거대한 담

론에 속합니다. 올해부터 워싱턴에 

있는 <Bread for the World>에 이사

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교단의 일과 

함께 저 자신의 영적인 각성과 위임

은 빈곤과 기아,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해방의 사역이어야 한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분단된 한

반도를 보는 아픈 마음이 제게 하루하루를 평화와 정의를 위한 

꿈을 꾸게 합니다. 지난 12월 초순 저는 처음 중국 국경 단동에

서 압록강 앞에 서보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떠나 러시아 국경 두

만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격동기에 있는 한반도의 형편을 

보고 어떻게 제가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 전반에서 속속히 발

생하는 인종과 지역의 갈등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

음을 도전하고 새롭게 진작시킵니다. 결국, 제가 그분의 제자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다시 결단하곤 합

니다.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인종혐오 폭력과 반이민적인 편견 

앞에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정의를 위한 용기를 얻고 예언자

적인 신앙고백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제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입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우리는 부르심에 응

답하는 삶이라 여깁니다. 바로 부르심을 청종하고 거기에 응

답하고자 하는 삶이면 우리는 모두 사도적인 리더들이 되는 것

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2017년이 그 부르심에 용기 있게 응

답하는 은총이 함께 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두 손에 꽉 잡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

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일

서 4:18)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연합감리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고, 일치(unity)를 구하

고, 우리 스스로를 쳐서 끊임없이 변화를 구하여 하나님의 나

라를 이루어가는 모험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빚진 자로 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 사진(Portland, OR)

2016 세계선교부 이사회, 정희수 감독과 Thomas Kemper 총무 (사진: 
Kathleen Barry)

동북부연합회 참석자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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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연합감리교회 소식

북한 수재민 지원헌금 요청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회 회장

인사말씀 

아기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

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 함경

도 지구를 휩쓴 태풍으로 인

한 홍수는 138명 사망, 400여 

명 실종, 그리고 14만여 명의 

이재민 피해를 기록하였습니

다. 학교, 공공시설, 그리고 

가옥 등 2만여 채 이상의 건

물이 소실 되었다고 합니다. 

국제 아동기금, 국제 적십자 

등 세계 지원 기구들이 원조

활동을 9월부터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는 지난 

60년 만에 최악의 상태라고 

국제 아동기금 총무가 보고

하였고 적어도 온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2년 정도의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평화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에 겨울 모포 1만 장, 침낭 1천 

개, 그리고 쌀 16톤 등 총 5만여 불 가치의 지원품을 중국에

서 구입하여 북 큰물피해 복구위원회를 통해 피해지역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정희수 감독님과 김정호 목사님 두 평화위

원회 고문들께서 중국 현지에 가셔서 지원물자를 확인하시

고 기도해 주신 후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은 그동안 모아 두었던 오병이어 선교기금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한인 연합감리교인들이 정성으로 나

눈 동포를 향한 사랑이 춥고 어려운 겨울을 나는 동포들에

게 훈훈한 힘과 소망이 되었다고 믿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과 새해 기간 동안 평화위원회에서는 북한 수해 동

포 돕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새해 3월경에 2차 수해 지원품 

전달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2차 지

원은 식량과 어린이들 후생을 위한 지원에 중심을 두고 아래

와 같이 지원하려 준비 중입니다.  

미주 전역의 다양한 사역현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동역자들께,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6년 한

해가 지나고,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

니다. 저는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회를 대표해서 ‘붉은 닭의 

해’라는 2017년 정유년(丁酉年) 신년

인사를 드림에, 한인사회에서 쓰이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오래된 속담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본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일본 공사 

이노우에가 조선에 와서 처음 쓴 말로 당시 일본 침략주의자가 조

선의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명성황후를 힐난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그 말의 사용 경위도 모른 채 명성황후

를 악평하는 말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성들을 남존

여비(男尊女卑)의 규범틀에 존속시키려고 할 때 쓰이는 말이지요.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16

세기에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

킨 중세교회를 개혁하셨습니다. 잊혀진 복음의 진리가 다시 드러

나고, 참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미연합감리교회의 상황은 

우리에게 ‘개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개혁교회는 항

상 개혁되어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

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개혁되

지 않는 고인 신앙은 본질을 읽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에

게 들려졌던 닭의 울음소리가 2017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들

려져 우리 자신부터 ‘개혁’하여 격동의 21세기 사역 한복판에서 

혼탁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길 기원합니다.

2017년에도 지난 4년간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와 동역해

왔듯 한인총회 기간(2017년 4월 24~27일)에 여교역자회 모임

을 갖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여교역자회의 사명과 목적을 다시 

재조명함과 동시에 18대 임원진을 구성하게 됩니다. 

새로 구성되는 임원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개혁과 

갱신선언으로 여성사역자들을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장

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붉은 닭의 해’ 정유년(丁酉年),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

년을 맞이하면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암탉

이 울면 알을 낳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탉이 울어 새벽을 알

리고 암탉이 울어 알을 낳는 상호 보완의 모습 속에 권력의 상하 

관계가 아닌 평등한 리더십으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더욱 새로

워지길 기도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

는 ‘정유년(丁酉年)’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선욱 목사 Sunny Ahn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회 회장

$20: 쌀 25킬로그램 한 포

$30: 어린이 외투와 신발

$100: 4인 가족 한 달 식량과 어린이용 지원품 

$1,000: 초등학교 교실복구 지원

북한 수해 동포를 기억하고 도우려는 노력이 그

리 많지 않은 가운데 여러 한인 연합감리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절실할 때입니다. 가

진 보리 떡과 생선을 모두와 나누려 내어놓은 마

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날 때 큰 축복이 되었

던 것을 기억하고 그 정성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

기를 요청합니다.

   

아래 주소로 성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ay to the order: NAKAUMC    

  보내실 곳: 회계 한동수 목사 

Rev. Tong Soo Han Treasurer

4550 N. Carefree Cir

Colorado Springs, CO 80917 

tongsoohan@comcast.net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성탄과 새해 기도드립니다.

평화위원회 

회장 장위현 목사 올림

쌀 16톤을 실은 지원물자 트럭

겨울 모포, 침낭 등의 지원품들

6 January 2017



UMC 소식

분열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

40년 전, 캔자스 주의 어느 밀밭 옆, 몇몇 연합감리교인들
이 모여 한 시골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는 현재 부흥하고 있
는 주택단지의 교회가 되었다.

Aldersgate 연합감리교회로 통하던 오래전 비포장도로
가 4차선 도로로 바뀌었고, 교회의 약 1,100명의 회중이 
서부 Wichita지역에서 활발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이고 
있다.

신학적 이견, 동성애에 관한 의견 충돌 그리고 교단의 분
열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교
회는 Gary Brooks 담임목사의 리드에 따라 중용을 지키고 
있다. Brooks 목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
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Aldersgate 연합감리교회의 교인은 보수적, 진보적, 민주
당, 공화당 모두로 구성되어있다. “저는 이 모든 성도의 목사
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의 하나 됨은 우리를 분리시
키는 이슈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우리는 우리를 나누는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저의 목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타내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이름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의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짐을 느꼈던 1738년 5월 24일에 참석한 예배 장소인 런던의 한
길의 이름을 딴 것이다. 웨슬리는 그때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으심을 
느꼈다. 이와 마찬가지로 Brooks 목사도 Aldersgate 연합감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감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는 사람들이 성서의 서로 다른 관점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서 배
울 수 있다고 믿는다. Brooks 목사는 대화와 선교, 배움 그리고 기도를 
통한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서로를 알아간다고 그는 전
했다. “서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단지 십자가적인 자세를 취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화의 장에 머무르는 것을 고무시키
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으로부
터 그들 자신을 차단할 때 어렵게 됩니다.

우려와 대화(Concern and conversation)
목사가 예상하기로는 Aldersgate 연합감리교회의 성도 중 약 12명에

서 20명 정도가 LGBTQ 관련 문제에 대한 교단의 긴장에 대해 걱정하
고 있다. 그들은 다른 교회나 연회들이 본인을 동성애자로 밝힌 이들
의 목회자 안수와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혼 예식을 금하는 장정을 거
역하는 것을 본다.

은퇴한 사업가인 Chuck Brodie는 1976년 Aldersgate 연합감리교회
의 설립을 도왔으며, 교회의 리더로서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수
년간 섬겨왔다. 그는 교회들이 장정을 어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하
며, 연합감리교인으로서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우려는 6월의 어느 월요일 저녁, 기독교 관련 비디오를 보고 토
론하기 위해 모인 다른 교인들과의 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LGBTQ 
이슈에 관한 연회들의 장정 불복종 선언에 대한 대화는 우려로 변하
기 시작했다.

“우리의 회의는 즉시 분노로 폭발했습니다”라고 Brodie씨는 말했다. 
“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저의 실망감을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
나 상황은 정말 나빠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이 교단을 떠날 것을 고려 중이거나, 
다른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Brodie는 이들을 오랫동안 교
회 사역에 참여해온 “주요 일꾼들”이라 묘사했다. “이는 제게 아주 상처
가 되는 일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그 당시 Great Plains 연회 감독인 Scott Jones 감독에게 연락했
다. 6월 28일, 감독은 약 60여 명의 교인을 만났다. “아주 좋은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Brodie는 전했다.

Brooks 목사는 진보와 보수 양측을 포함한 이 그룹이 정중하고 
친근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묘사했다. 감독은 그룹에 이 모든 이슈와 
관련한 모든 그룹은 하나 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Brooks 목사는 만일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장정을 개정할 경우 Alders-
gate 연합감리교회의 교인들은 떠날 수도 있다고 나중에 말했다. “저는 
교단의 변화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 없지만, 우
리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기에 전념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겁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 화합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대책방안위원회(the Way Forward Commission)의 논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2019년에 연합감리교회 특별총회를 개최할 것이 제안
되었다. 

올해 초 9명이 Aldersgate 연합감리교회를 떠났고, 그중 일부는 교단
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목사는 말했다. 그
러나, 그들 중, 두 명이 나중에 돌아왔고, 6월 이후로 그 우려는 차츰 가
라앉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 해, 121명이 교회에 합류했고 그들 중 4
분의 3가량이 신앙고백을 했다.

적극적인 노력(Proactive effort)
Aldersgate 연합감리교회는 교단이 처한 도전에 대해 교회 성도들

에게 지속해서 알려준다.
작년, 이 교회는 3주에 걸쳐 성에 관련 이슈 포럼을 다른 회중들과 

합동으로 개최했다. 퍼킨스신학대학원 교수는 전통주의자적인 관점
을 나누었고, 젊은 동성애자 작가는 두 번째 세션에 강의했으며, 마지
막 세션은 원탁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Aldersgate 연합감리교회는 그
에 뒤를 이어 네 번째 주일에 교회의 성도들 간의 대화의 장을 열었다.

교회는 또한 연합감리교회 총회 전에 45명이 참석한 총회 미리 보
기(a pre-conference briefing)와 연회와 지역총회와 관련된 지속적인 정
보를 성도들에게 제공했다.

Great Plains 연회가 2015 연회에서 동성혼 허용과 “스스로 동성애자
로 밝힌” 목회자를 허용하는 청원안을 총회에 보내기로 의결한 소식
을 접했을 때 많은 교인이 화가 났다. 평신도 리더십팀의 일원인 Cary 
Glasse는 몇몇 교회 성도들은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회중들의 다양성은 대화를 이끌
고, 우려에 대해 다루는 기회가 된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한 
지붕 아래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Aldersgate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은 거의 모든 이슈에 
폭넓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1976년 교회 창립 시 그의 아내 Susan
과 함께 창립위원이었으며, 과거 임원회 회장이었던 Dick 
Bradford는 말했다. Bradford는 거의 모든 성도가 “보통 온
건”하고 동성애는 불화의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 자신이 아마도 “조금은 더 진보진영”에 치우칠지 모르
나, 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말했다.

함께 문제들을 해결(Solving problems to-
gether)

Kay Hole과 그녀의 남편인 Les 그리고 두 딸은 Aldersgate 
연합감리교회 창립멤버이다. 그녀의 가족은 4대째 이 교회

를 다니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들의 정치적 견해나, 혼인의 여부, 성의 

정체 또는 “민감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관해 묻지 않는다고 그
녀는 말했다. 그들의 관심사, 그리고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싶은지, 집과 
학교를 수리하는 Love Wichita project에 참여하고 싶은지, 또는 카톨릭 
재단이 주관하는 홈리스 식사 사역인 The Lord’s Diner를 위해 일하고 
싶은지 등의 관심 여부를 물어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그
녀는 말했다. 

Hole은 캔자스와 루이지애나 홍수 피해를 위해 250여 개 이상의 홍
수 구호품 양동이(flood buckets)를 성도들이 만든 일을 인용하며, 봉사
활동은 Aldersgate 연합감리교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
회는 또한 국제적으로 말라위, 아이티 그리고 바하마 등에서도 돕는 
일을 해왔다. Hole은 교회의 약 25명의 일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프
로젝트를 감당하는 교회 여선교회 회장이다. 프로젝트는 간병인들을 
위한 선물 가방을 만들고 St. Patrick’s Day에 기금마련을 위해 구운 감
자 세일을 하고, 도서관에 책을 공급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친절을 베풀면 그만한 보답이 있다’(‘It pays to be nice’)
Great Plains 연회와 함께 이 교회는 9월 18일에 몇 마일 떨어진 두 번

째 지 교회인 Aldersgate Renew를 세웠다. 5번째 주일이 지난 후, 이 교
회는 평균 110명에서 115명의 성인과 30명의 아이가 출석했다.

Dick Bradford는 Aldersgate 연합감리교회가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 교회
가 인종, 피부색 또는 신념과 관계없이 오는 모든 이들을 팔을 벌려 환
영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교
회를 넓히고, 환영의 장소로 만드는 Brooks 목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Brooks 목사는 약 40년간 목회를 해왔고 지난 3년은 Aldersgate 연합
감리교회에서 사역했다. 그 사역 기간에 그가 겪은 인생 경험이 자비로
운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저 친절을 베풀면 그
만한 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견뎌온 고통을 알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지적했다.

Brooks 목사는 그 자신을 보수적인 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친구
들과 다른 교회 스탭들이 그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모두와 일한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며, 저는 그들을 개의치 않고 사
랑합니다.” 그는 사랑을 베풀 많은 필요를 본다. 성도들은 장애인 참전
용사를 위해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가난한 이들의 집을 페인트 해주
며, 그리고 “Sandwich Saturday”에 샌드위치 200개를 지역 성공회 교도
와 함께 홈리스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역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만들
어 준다. 그들은 또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Brooks 목사는 말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잘못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 글쓴이 Tim Tanton은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Global Voices, 
News and Information의 책임을 지고 있다.

Wichita 지역 Aldersgate 연합감리교회의 리드 목사인 Gary Brooks 목
사가 Great Plains 연회 새교회 개발 부장 Nathan Stanton 목사와 의논
을 하는 모습(사진: David Burke)

Wichita 지역 Aldersgate 연합감리교회(사진: David Bu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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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영, T-Leadership School 교수, Wisconsin

내용  오늘날 미국의 천주교를 포함한 주류교단 교회는 
심한 쇠퇴현상을 보이고 있다. 1년에 약 6천 개 정도가 
사라지고 주류 교단 중 UMC만 해도 1주일에 전국에서 
1,500명의 교인이 사라지고 있으며, PCUS 장로교는 전
체 교인 3백만으로 하락하고 있다. 맥도날드, 학교, 식당 
등은 그대로 서 있다. 그러나 왜 교회는 사라지는가? 문
제의 원인이 교회 밖에도 있으나 교회 내부의 원인이 더 
크다고 이 책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목회자의 리더십에 
따라 쇠퇴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
를 회복하기 위해 24개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이 책은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상황이 어렵지만 교회가 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 여러 개의 미국의 회사들이 
사라지지만 Starbucks는 왜 강하게 서 있는가? 이 질문에서 교회 회복의 답을 찾게 한다. 그래서 저자는 “Starbucks에 
계시는 예수”를 은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920-202-8475), Hamilton Books(301-459-3366), amazon.com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책 내용 제공: 최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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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Want to Save the Church?(2017, Hamilton Books) 

신/간/안/내

2016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임원회/수련회
1월 19~21일
아틀랜타,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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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훈련
5월 4~6일
우소도베, Kazakhstan

전국지도자대회
5월 26~28일
Honolulu, HI

2017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7월 24~28일
San Jose(SJO), Costa Rica

St. Paul 신학대학원 한국어 강좌
7월 30일~8월 4일
Leawood, KS

Nexus Convocation(Nexus Kids Camp+Youth Initiative)
8월 2~5일
McLean, VA

Children's Ministry Coaching and Consultation
Available to all KUMC local churches(Year round)

타인종목회자협의회 연차대회
8월 7~10일
시카고, IL

한인여선교회 전국지도자 훈련
9월 28일~10월 1일
Nashville,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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