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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평신도 지도자 훈련대회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2016 뉴욕/뉴저지 한인 연합 감리교회 평신도 지도

자 훈련대회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6

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Honor’s Haven 리조트에

서 열렸다.

이번 훈련은 총회제자훈련부에서 출판한 <우리는 누구

인가>라는 교재를 가지고 각 강사들의 강의와 소그룹 나

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연합 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로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배우며 교제도 나누는 시간

을 가졌다.

이번 훈련에는 뉴욕한인교회,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

교회, 뉴욕감리교회, 선한목자교회, 체리힐제일교회, 그리

고 우리감리교회까지 6개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88명

이 참석하였다. 목회자 8명이 소그룹 리더가 되어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주어진 질문에 토론과 답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총회제자훈련부 김광기 목사가 ‘감리교회의 독특성’이

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하였다. 이 시간을 통해 김 목사는 

가톨릭 교회, 정교회, 루터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순복

음교회 성결교회, 그리고 감리교회의 구별되는 신학적, 교

리적 차이들과 연합 감리교회가 고백하는 성례의 의미를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웨슬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감

리교 운동의 모체가 4명으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며, 소그

룹과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덧붙여서, 감리교 운

동이 개인의 영적인 성화와 더불어 사회 구원을 위해 힘쓰

는 교회임을 강조하며 감리교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신앙

생활과 봉사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날, 아침 체조와 식사 후, 이용보 목사(뉴욕한인교

회)가 ‘역사와 조직’이란 주제의 강의를 하였다. 웨슬리의 

삶, 그의 신앙생활의 여정, 선교사로서의 삶, 감리교 운동

을 시작한 계기, 올더스게잇의 체험, 그리고 태동된 감리교 

운동 등을 설명하면서 한 사람의 신앙운동을 통해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역사를 통해 개인의 성화와 사회의 구원을 위해 교회

와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

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감리교의 조직은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회개

와 영혼 구원, 그리고 성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목사는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마쳤다. “지금의 감리교회

의 조직이 성화, 전도, 부흥을 위한 조직인가?”

세 번째 강의는 이용연 목사(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

교회)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연합감리

교회의 신앙과 교리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 특히 웨슬

리 신학의 핵심인 선행은총과 회개, 칭의, 성화에 대해 설명

하면서 감리교 신학과 교리적인 특징에 관해 강조하였다.

마지막 강의는, 강원근 목사(뉴욕감리교회)가 ‘신앙생활’

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 시간은 앞에서 배운 감리교회의 

특징과, 역사, 조직, 교리 등의 지식이 신앙생활을 통해 어

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하는가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예배, 성령의 역사, 성찬, 봉사, 섬김, 전도, 헌금, 선교, 소그

룹 사역 등등 그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여긴 신앙생활

의 의미와 요소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서 감리교인으

로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으로 배우

는 시간이었다.

폐회예배 시간에, 고한승 목사(체리힐제일교회)는 마

가복음 10:42~45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되려

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고 목사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

는 데 앞장 서자’ 라고 강조하면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 번 도전을 주었다. 참석자들은 말씀과 성만찬

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하며, 숨 가쁘

게 진행되었던 1박 2일간의 지도자 대회 일정을 모두 마

무리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
하시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동역자들과 교우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
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1차 공문에서 이미 알려드린 대로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협의회에
서는 다음과 같이 ‘2016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번 2016년 선교대회는 지금까지 헌신해 온 한인교회 선교 현황을 진단하
고 아울러 앞으로 한인교회가 지향해야 할 선교 사역의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각 선교지역 선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선교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과의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단 세계선교부
에서 파송한 한인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한인교회 선교 사역에 소중한 이정표가 될 이번 선교대회에 귀 교회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하신 사역자님들과 선교에 관심 있는 교우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 “선교, 어디로 향할 것인가?”
• 기간: 2016년 9월 12일(월)~14일(수)
• 장소: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42693 Dequindre Rd., Troy, MI 48085)
• 대상: 개체교회 목회자 및 선교담당자
• 문의: 백승린 목사(총무, 813-777-6441/gilin89@hotmail.com )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협의회
회장: 이승우 목사

2016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 3페이지에 계속

지도자 훈련대회 단체사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을 한 형제와 

자매로 여겼습니다.”라고 Kemper는 지적하며,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강조하고, 믿음의 단체들이 평화를 위

해 나서야 하며, 종교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이러한 끔찍한 폭력

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수백 명의 대기 여행객들과 지역 호텔에 숙박을 한 후, 

Kemper는 그의 여행경로를 바꾸기로 했다. 그는 6월 30일 캐나다 

항공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이스탄불 테러공격에 관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하여 생각할 것이다. “저는 우리의 종교 간의 해야 할 일

을 계속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선교를 위해 아주 중요하며,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가능한 협력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공포의 경험은 망명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느꼈

을 심정을 그가 느끼게 해 주었다고 Kemper는 덧붙였다. “이는 낯

선 자들을 환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새롭게 이해

하는 기회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글쓴이: Linda Bloom, 연합감리교회뉴스서비스(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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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Ataturk공항의 테러 공격 당시 그 공항에 있었던 연

합감리교회 선교 최고 책임자는 대응에 대한 단합을 보여줄 것

을 촉구했다.

테러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연합감리교회 총회세계선교부 총무 

Thomas Kemper는 6월 28일 베를린에서 출발하여 터키항공으로 

일본으로 가기 위해 이스탄불 공항 휴게실에서 비행기 환승을 기

다리고 있었다.

그는 “매일 낮과 밤” 이러한 공포로 시달리고 있는 지역들의 사

람들을 생각했다고 6월 29일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인류애를 함께 나누고 단합의 필요를 아

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두 명의 테러리스트들은 국제터미널 안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

고 이어 자살폭탄 조끼를 터트렸다. Kemper는 공항 직원이 나와

도 된다고 할 때까지 공항 휴게실 주방 가까운 뒤쪽 방에 30~40분 

정도 몸을 숨기고 있었다. 

세 번째 테러리스트는 가까운 주차장에 있었다고 CNN은 보

도했다. 이 사건으로 적어도 41명이 목숨을 잃었고 239명이 부상

당했다.

“아주 가까이서 경험한 이 공포는 저의 생명과 제 가족에게 감

사하는 기회를 주었고, 우리에게 어디에서나 있는 증

오와 공포에 맞서기를 독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

포와 만행을 매일 낮과 밤에 겪고 있는 사람들과의 깊

은 단합으로 우리를 이끕니다.”라고 공격 직후 Kem-

per는 기록했다.

테러공격 후 CNN 앵커 Anderson Cooper와의 전

화 통화 인터뷰로 다음 날 아침 오전 7시(동부시간)가 

되기 바로 전 이스탄불 공항 앞에서 CNN과의 다른 

생중계 인터뷰를 포함한 많은 다른 미디어 인터뷰 요

청들이 이어졌다.

“우리는 인류가 함께 단결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Kemper는 인터뷰를 통해 말했

다. “우리는 이어주는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를 대표해서 Olav 

Fykse Tveit 목사는 이스탄불 공항 테러공격에 대한 반응과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끔

찍한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분쟁을 끝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있

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번 테러공격이 특별히 극악무도하다는 것은 바로 세계의 가

장 바쁜 공항 중 하나에서 특히 바쁜 시간대에 무고한 사람들을 노

려 많은 사상자를 내려 했던 테러공격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세계교회협의회의 총무 Tveit 목사는 말했다.

다른 한 편 “바쁜 시간”은 테러공격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보

안 검문으로 인해 공항을 빠져나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Kemper는 연합감리교회뉴스서비스에 전했다.

그는 테러공격 당시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공항에 나온 젊은 터

키 여성과 폴란드에서 Mogadishu를 향해 가던 소말리안 가족, 그

리고 이집트에서 온 다른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이슬람 사람들과 

테러공격 당시 이스탄불 공항에 있었던
총회세계선교부 총무

2016 총회 선교사 파송예배의 총회세계선교부 총무 Thomas Kemper(왼쪽에서 두 번째)

2016년 교회 성장학교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북일리노이 연
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교회 성장학교는 교회개척과 성장을 위
한 많은 유익한 자료와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The School of Congregational Development is a premier 

2016년 교회 성장학교(School of Congregational Development)
event for United Methodist Lead-
ers for equipping conference lead-
ers, clergy, and laity to lead vital, 
dynamic, life-changing congrega-
tions. Sponsored by Discipleship 
Ministries, Global Ministries, and Path 
1, this year’s event is being hosted 
by the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and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올해는 특별히 한인목회자들을 위해 조영진 감독님과 김광태 목
사님이 한국어로 진행하는 강의와 이종민 목사님과 박영미 감리
사님의 교육도 있습니다.

MT04: Rekindling Korean Ministry Through Prayer (in 
Korean)

This course will teach how to respond to the current reality 
and the challenges Korean Churches in the U.S. are facing 
today. Revitalization of the church is more than implementing 
new programs. Rediscovering spiritual vitality through prayer 
will be the key and the foundation for revitalizing the church-
es. Morning at Hotel, Afternoon Offsite

자세한 정보는 한인연합감리교회 홈페이지(KoreanUMC.org)에
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총회세계선교부를 통해 선착순 100명까
지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석 바랍니다.

UMC 뉴스

이스탄불 폭탄 테러사건 다음 날 여행객들이 Ataturk공항을 떠나는 모습
사진: Thomas Kemper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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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평신도 지도자 훈련대회” 1페이지에 이어서 ▶

참석자들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이 2일

간의 훈련을 통해 연합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 교인 됨에 대

해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

다. 이민교회의 특성상, 한 교회 안에 다양한 신앙적 배

경을 가진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연합감리교회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거의 없

던 차에 이번 훈련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전

반적인 평가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연합감리교인이라면 적어도 우리

가 무엇을 믿고, 알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에 대한 최소한의 대답은 얻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굉장히 의미가 깊은 훈련이었다.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연합감리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개인의 

영적 구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원의 차

원에 이른다는 거대한 목표가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에게 주어짐으로 인해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새로

운 활력소와 목표가 주어졌음을 확신한다. 하나님께

서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해 큰 영향력을 나타내신 것처

럼, 평신도 지도자들과 연합감리교회를 통해 이 세상

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실 아름다운 미래들을 바라보며 기도한다!

2016년도 동북부(뉴욕/뉴저지)
평신도 지도자 대회에 다녀와서

LAY LEADERSHIP TRAINING

지난 6월 24일 금요일 오후 1시, 우리 교회 성도 

23명은 2대의 교회 버스에 나누어 타고 동북부지

역 평신도 지도자 대회가 열리는 뉴욕 주에 위치한 

Honors Haven Resort로 향했습니다.

일상을 떠나 조금은 들떠 있는 듯한 성도님들

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가는 4시간 동안, 모두가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비

행기를 타지 않아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열린 대

회라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참 좋

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30여 교회가 함께했던 전국 규모

의 전국지도자대회에 비해 이번 지역 지도자대회는 참가 인원수

도 작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 1박 2일의 짧

은 일정이었지만, 나름대로 그 특성을 살린 알찬 프로그램이었다

고 생각합니다. 짧은 일정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강의 위주로 진

행되어 조금은 지치고 피곤했지만, 강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감리

교회에 대한 총괄적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알찬 내용들이었습니다.

감리교가 생겨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 등을 정리해 주신 김광

기 목사님의 강의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좋은 클래스였었습

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께서 특별히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시

간이 너무 짧아 다 배우지 못한 부분, 특히 우리 감리교회의 조직

에 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공부했던 교재인 총회제자훈련부(김광기 목사님)에서 출판한 책

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

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인 이민사회의 교회들 중에 연합감리교회가 참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번 대회는 저 자

신에게 참 유익한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주관하

고 인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

씀을 드리고, 아름다운 호수와 한없이 푸르른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좋은 호텔에서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연회

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모처럼 상쾌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물안개 피는 호숫가에서 함께 

했던 체조 시간도 참 좋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걸었던 작은 폭포

로 가는 길에서의 대화도 기억에 남습니다. 식사 시간, 넓은 창을 

통해서 내다보이는 참 아름다운 풍경도 참 좋았습니다. 소액의 참

가비 부담만으로 이런 행사에 참여하여 배우고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2007년, 드림교회 이후로 계속 참여해왔던 전국지도자대회에

서 항상 낯익은 교회 리더들의 얼굴을 만나는 반가움도 있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지역 중

글쓴이: 안성천 전도사(체리힐제일교회, NJ)

심으로 열린 이번 행사의 장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전국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지

역 지도자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더 많

이 우리 감리교회의 특성과 장점들에 대하여 배

우고, 서로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을 

알고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

전에 함께하지 못했던 여러 지역 교회들이 함께하

여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참 의미를 볼 수 있었던 

것 또한 바람직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담임목사님(고한승 

목사)의 특별 배려로 잠시 들렀던 Lake Minewanka에서는 성도님

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처음 이런 대회에 참가하신 성도님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체리힐제일교회는 2013년도 전국지도자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교회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지 교회에

서 봉사하는 많은 평신도들이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대회에 참

가하여 잘 대접받고 기쁘게 본인의 교회로 돌아가야 교회를 더 열

심히 섬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행사를 보람으로 잘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국지도자대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내년에도 

더 많은 반가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대회,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

를 끼치는 더 의미 깊은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모

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형경자 권사 | 체리힐제일교회, NJ

지도자 훈련대회 참석 후 Lake Minewanka의 체리힐제일교회 교우들

지도자 훈련대회 소그룹 모임

지도자 훈련대회 아침 체조 시간

지도자 훈련대회 예배 모습

이용보 목사의 세미나를 듣고 있는 참석자들

성찬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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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어느 상황에서도

이진국 목사 | 로체스터제일교회, NY

과테말라 선교를 모든 교우들의 기도 힘으로 은혜롭게 잘 마

쳤다. 이번에 우리는 세 마을에서 환자진료와 어린이 사역, 그

리고 풍성한 점심을 대접했다. 여기에 하나 더해 각 가정을 돌

며 특히 아픈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었다. 사실 우리가 그

곳에 뭔가를 해주러 간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그곳

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러 간 것이었다. 자칫 “우리

가 이만큼 VBS를 준비했으니... 의사와 간호사가 이렇게 가서 

헌신할 것이니...”라는 생각으로 갔다면, 우리의 방문은 그야말

로 “show off”로 끝났

을 것이다. 

하지만 선교 첫날부

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런 마음을 통째로 변

하게 하셨다. 첫날에 

엄청난 뻔한 일이 생겼

다. 라구아디아 공항

에서 애틀랜타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가 다미와 성훈이

가 “어, 우리 비행기는 

다른 건데요?”라고 말

하는 것이었다. 황당 

그 자체였다. 알고 보

니 구입 당시 비행기표 

10개가 동시에 구매되

지 않아 두 표씩 끊었

는데, 그 표 중에서 두 

사람 표만 다른 노선

으로 구매된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두 청년이 탔어야 할 비행기가 이미 한 시간 

전에 떠나버렸다. 야단났다. 일단 이 두 명을 그 항공사의 게이

트로 보냈다. 얼마 후 연락이 오기를 우리가 떠난 한 시간 후에 

비행편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애틀랜타에서 

과테말라로 가는 비행기가 5시 출발인데, 이 두 청년의 비행기

가 4시 40분에 애틀랜타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과테말라로 떠

날 비행기의 게이트는 4시 45분 정도에 닫힌다는데, 이 두 청년

이 도착해서 공항 전철을 타고 빨리 달려와도 5시가 넘을 것이 

뻔했다. 일단 직원에게 사정 얘기를 하자, 게이트를 최종시간인 

4시 50분까지 열어놓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날 함께 묵상한 말씀이 머리에 확 

떠올랐다. 빌립보서 4장 11~12절,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

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

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언제?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만이 아

니다. 배부르고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처지에

서도, 그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

렇다면 이런 황당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

하실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다”는 확신이 왔

다. 나는 모든 대원들을 먼저 비행기 타게 하고, 성표와 함께 기

도하며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회개가 되었다. “모든 것

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그렇게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이 내게 가득했던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만 믿고 준

비하기 시작한 이 선교를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

하기 시작했었던 나를 발견했다. 기다리는 내내 회개하며 감사

하며 기다렸다.

48분, 49분, 50분이 되었다. 그런데 50분이 지나는 순간, 모

자를 쓴 성훈이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사색이 되어 성훈이 뒤

편으로 달려오는 다미도 보였다. 할렐루야! 눈물이 났다. 기적

이 일어난 것이다. 물론 최악의 상태가 와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은 감사였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희망이 끊어진다고 느꼈던 순

간 다미와 성훈이를 아니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 )̂. 두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던 이유는 함께 과테말라로 향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번 우리의 선교 여

정을 처음부터 돌보시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특별한 상황’, 즉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상황에서도’이

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제 과테말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감

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아니나 다를까! 사역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환경은 정말 

열악했다. 첫날부터 비가 왔고, 모이기로 한 아이들과 환자들은 

보이지 않아 선교사님도 당황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선교지

에서 빈번히 일어난다고 한다. 우리는 어린이 사역을 오후로 바

꾸고, 오전에는 마을을 돌며 가정 방문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

을 갖기로 했다. 비를 맞으며 말이다. 그런데 비를 맞으며 마을

을 돌며 기도하는 그 첫 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이미 

공항에서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에게, 환자나 어린아이들이 제시

간에 안 나타나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상황은 아무런 문제

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본격적인 사역 이전에, 마을 사람들

의 삶의 모습을 보며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한국말로 기도하는 데도 그분들 대부분이 눈

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성령님

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

다. 하나님이 과테말라 외진 지역의 산지 족과도 함께 하심이 느

껴지니,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졌다.

의료 사역도 마찬가지였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

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조금씩 꾸준히 온 환자들은 

100명 정도였는데, 선교사님은 “첫 사역부터 진을 빼지 않게 하

시는 하나님의 배려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불평이 될만한 상

황들이 모두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어린이 사역도 그랬다. 50명을 예상했는데, 오후 첫 시간에 모

인 아이들은 일곱 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성경학교의 리더인 근

혜의 담대함 아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

들과 찬양과 율동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따라 하지 

않아 근혜 혼자 춤추고 노래하고, 뒤에서는 교사들이 힘을 실어

주었다. 적은 수의 아이들로 당황했을 텐데, 근혜가 이렇게 담대

한 청년인 것을 처음 알았다. 이것 역시 “모든 상황 속에서” 하

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임

을 고백한다. ‘한 명이든 백 명이든, 우리는 한 영혼 사랑하는 마

음으로 돌보겠다’는 마음, 사역 첫날부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

노랫소리에 어디에 있었는지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

작했다. 그래서 첫날에 20여 명, 둘째 날에 30여 명 그리고 마

지막 날에는 예상한 50명을 훨씬 뛰어넘는 70명이 참석했다. 70

명이나 왔으니 ‘성공’했다는 말이 아니다. “풍족하든지 궁핍하든

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

다는 사실이.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고 열매였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

나님의 일은 우리가 시작한다. 과테말라 선교를 가기로 작정하

고, 모금행사를 하고, 의료와 어린이 사역과 마을 잔치를 계획

하여 준비하고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한다. 하지만 ‘그분

을 통해서’이다.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이다. 

“나에게 힘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는 사실!

비행기를 놓치는 상황으로 ‘이번 여정은 끝났다. 재수가 없다. 

될 대로 되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첫 발걸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만드셨

고, 사역지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상황까지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만드셨으며, 그렇게 마음을 드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얻은 소중한 경험이다. 이제 우리 모두 어떤 상

황 가운데에서도, 부족하거나 풍족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

나, 형통하거나 힘듦에 상관없이,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

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

선교지의 로체스터제일교회 교우들의 모습
여름성경학교 율동시간

여름성경학교 참석 어린이들과 단체사진

이누가 선교사님과 진료사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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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 보고

Reflection of The Korean-
American United Methodist 
Youth Initiative Conference 2016

위스콘신 연회
역사적인 안수예배

Hello! My name is 
Andrew and I have 
been a part of the 
UMC ever since I 
was in the womb. 
I am from sunny 
San Diego where I 
have been serving 
the youth ministry 
as a student ser-
vant leader for the 
past four years. 
Being a student 
servant leader has 
had its fair share of 
joys and trials, but 
through it all, I have learned so much about the 
grace of God that empowers us to do His will de-
spite our weaknesses. The UMC has offered so 
many opportunities to both serve and learn. One 

of which is Youth Initiative. Youth Initiative em-
powers the leaders of youth groups across the 
nation to serve God while still maintaining a fer-
vent relationship with God. I have been a 
student at YI(Youth Initiative) for two years 
and this year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become a counselor. This year, YI took 
place in Las Vegas, the theme was “Ordi-
nary”. While this may seem to encourage 
a life of complacency, it is quite the oppo-
site. It challenges us to seek to lay down 
our lives in the most humble and loving 
way without the pressures of “making an 
image” or gaining reputation. This YI was 
particularly such a blessing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serving instead of being 
a student. I came in insecure about my 
abilities, feeling unqualified, and fearful 

여성으로만 구성된 9명의 정회원 목회자와 집사, 안수후보자들이 안수를 
받은 역사적인 안수 예배가 있었다. 그들 중 Mao Vang Her 목사는 연합감
리교회 역사상 최초로 정회원 목회자로 안수받는 몽족(Hmong) 여성이다. 이
는 연합감리교회가 여
성 목회자 안수 60주년
과 집사 안수 20주년을 
축하하는 때에 이루어
진 것이다. 다른 5명은 
준회원 목사가 되었고, 
14명은 본처목사로 임
명받았으며, 2명의 목
사가 다른 감리교 교단
으로부터 이적하였다.

버지니아연회 조영
진 감독은 “내가 너를 선택한다”라는 제목의 감동적인 설교를 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 길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
닌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는 이 소명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가슴 속 깊
이 느끼고 계십니까?” 그는 물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

사하고 있다면 여
러분은 목회를 진
정으로 즐겁게 하
실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는 사역의 소
명이 직업 또는 전
문 직종 그 이상이
라고 말하며, 믿음
이 시험에 접할 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
다. “만일 여러분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지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기쁨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사역에 대한 주님의 기대에 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
해 부름 받았고 그것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
은 단지 열매를 맺기 위한 정교한 처방전이 아닙니다.” 조감독은 기도의 중요
성에 관해 말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현존 하시고 여
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변화되고 교회들은 바뀌게 될 것

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의 사
역을 세워갑시다.”

안수 예배에서 
안수받은 목회자
들에게 주는 선
물로 그는 매일 
한 시간씩 기도와 
영성 훈련을 하는 
도전을 제안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도전을 따르

고 진실로 영성 훈련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는 그의 연회에서 3,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도전
을 따르고 있으며, 불가능한 목표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는 일상에서 하나님
을 우선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교회 전체에 기도운동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위대한 도구
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출처: Wisconsin 연회 웹사이트

of holding the re-
sponsibility for the 
faiths of three stu-
dents. God taught 
me that in my or-
dinary life, He em-
powers us, equips 
us, and remains 
faithful to those 
who remain obedi-
ent to His call.
As someone who 
has been both 
a student and a 
counselor, I can 
say that YI has 

been such a powerful program for the youth of 
the UMC. YI allows for youth to make connec-
tions with other Christians across the nation 
and also seek mentorship/advice from pastors/

teachers. YI is a place where lead-
ers, who usually help coordinate 
worship and service, are allowed 
to just enjoy and receive the pres-
ence of God. In a time where the 
Church is experiencing challenges 
and shift, it is important to invest in 
the children of God. Although this 
year’s YI was hosted in “Sin City,” 
the fact that so many youth expe-
rienced God this week is a testa-
ment to the fact that God is every-
where can be found even in what 
we consider the darkest places. As 
for me, I hold onto the hope that 

our youth will continue to unlock God’s light in 
a world that seems to increasingly be filled with 
violence, darkness and uncertainty.

By Andrew Min, San Diego KUMC

YI 기도시간

조영진 감독 안수예배 설교 모습

조영진 감독, 정희수 감독, 연회 관계자들

위스콘신 연회 정회원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의 모습

YI 야외예배 후

YI 참석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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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쯤 한 해가 가기 전에 뭔가 의미 있고 따뜻한 일을 하
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EM 친구들이 Winter 
Survival Kit을 준비하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찾아 나눠주러 나
갈 때 같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기말고사 기간이라는 
핑계로 참여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기말고사 준비 중 잠시 쉬며 페이스북을 보고 있었는데 한 동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Homeless 분들 열 분을 찾아
가서 “저는 $10짜리의 Subway sandwich 기프트 카드가 있고, 또 

술과 담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열 분 모
두 $10짜리 Subway Sandwich 카드를 골랐습니다. 그분들 중에
서는 몇 날 며칠을 굶어서 너무 배가 고프시다는 분들도 있었습
니다. 그 영상을 보고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
는 Homeless 분들이 항상 기회만 있으면 술 담배를 추구하는 줄 
오해했습니다. 또 그 영상을 보고 ‘이거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셀원들하고 상의한 끝에 크리스마스 때에 시티로 나가서 크리스마
스 선물로 홈리스 분들께 $10짜리 Subway Sandwich 카드를 나
눠드리고 함께 기도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설렘도 있었지만, 걱정도 커져만 갔습
니다. Winter Survival Kit을 나눠드리러 갔다 오신 형 한 분과 얘기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못 만났다는 얘기도 듣고 공격적이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어서 안전 문
제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 때 10시가 넘어 일 끝

LOCAL CHURCH MINISTRY

<믿음의 친구들>(Band of Brothers and 
Sisters)이란?

마가복음 2장 1~12절을 보면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

버나움에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을 듣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

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때 그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

수님께 달아 내렸고, 그가 치유 받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이 4명이 누구였는지는 성경이 기록을 하

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었는지 친구들이었는지 아니면 동네사람이었는

지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러나 그들에게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일 수만 있다면! 이 중풍

병자를 예수님이 만져 주시기만 한다면!’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인파도 너

무 많습니다. 자기 몸 하나도 그 인파를 뚫고 앞

으로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4 사람이 그 중

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더

더욱 어렵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이대로 주저앉

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

았습니다. Solution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꼭 문으로만 들어가야 한다는 고정관

념을 버렸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들어

갈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만

일 문으로만 들어가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 사로

잡혔다면, 그들은 지붕을 뚫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기의 결과는 “Something Happen이 아니라 

Nothing Happen”입니다.

그들은 문이 막혀 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문이 아닌 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는 안 

된다는 고정 관념도 버렸습니다. 지붕은 나중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지금이 아니

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 중풍 

병자를 고쳐야 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절박

한 마음 앞에 이 지붕이 장애가 될 수가 없었습니

다. 그들은 지붕을 하나하나 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납

니다. 일어나 걸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 사역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

다. 중풍병자를 구할 4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붕을 뚫을 4명이 필요합니다.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Lost(잃은 자), Last(꼴찌들), 

Least(소외당한 자)들을 찾아 데리고 오고, 찾아

가 만져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풍병자가 꼭 사람일 필요는 없

습니다.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습

니다. 4명이 모여서 화장실을 아름답고 예쁘게 꾸

미는 겁니다. 4명이 모여서 교회 주변의 껌을 떼는 

것도 중풍병자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민족의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4명이 모여서 

목요일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

를 위해 기도하고, 소녀상을 지키는 것도 중풍병

자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

•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편지 쓰고, 

주보 보내기

•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 나오시지 않는 분들, 리

스트 만들고, 방문하고, 전도하기

•  불신자 리스트 만들기

•  전도 대상자들에게 뉴스레터 및 교회 안내 책

자 등 보내기

•  전도 대상자들 비즈니스 이용하기

•  전도 대상자들 위해 중보 기도 하기 

•  전도 하기

•  눈 쌓인 날, 홀로 사시는 분들, 몸이 아프신 분

들의 집을 방문해 눈을 치워 주기

•  양로원 방문하기

•  교회 주변 껌 떼기

•  교회 주변 쓰레기 줍기

•  교회 화장실 예쁘게 꾸미기

•  도어 Man (Woman) 해 주기

•  주일 예배 후, 교회 정리하기

•  교회의 구석 구석 보이지 않는 곳 청소하기

•  주방 봉사 돕기

•  눈 쌓인 날, 교회 주변 및 주차장 눈 치우기

•  밤에 교회 방범 돌기

•  문서 편집 디자인 도와 주기 

•  SNS로 교회 알리기

•  뉴저지 소녀상 찾아가 보호하기

•  홈리스 돌보기 

•  배고픈 아이에게 음식 제공하기

후러싱제일교회(NY)의 <믿음의 친구들>사역을 소개합니다

<서브웨이 카드 나눔> 청년 공동체

‘믿음의 친구들’ 청년 공동체 셀원들의 모습

<믿음의 친구들> BOBs $10 Subway Sandwich 카드

나고 집에 가는데 술집 앞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타
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던 셀원들 중 
몇 분은 내일 아침에 못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11시까지 가기 위
해 7시 반 전에 같이 모여 시티로 나가서 2시간쯤 활동하기로 했
습니다. 놀랍게도 같이 가기로 한 선우형, 경진 누나, 진혁 형제가 
모두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미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누면서 생각보다 많
은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모
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기로 하고 전철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열다섯 분 정도나 되는 
분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다가가서 “메리 크리스
마스~”라고 밝게 인사하고 저희 각자를 소개한 후 “우리가 크리스
마스 선물로 Subways Sandwich 카드를 준비했는데 혹시 이 선
물을 드려도 될까요?”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OK 하시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드려도 되겠냐고 여쭤보고 또 Okay 하
시면 같이 기도했습니다. 

띠오도르라는 분은 저희 기도가 끝난 후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며 이렇게 기도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악
하고 악한 것들이 많은데 그 악한 것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순간 저희 모두의 가슴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본
인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습을 보
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밖에 저희의 가슴을 움직이는 만남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
마 전 유방암으로 부인을 잃으신 모세 아저씨는 우시면서 이제 자
기 자신에 곁에는 아무도 없는데 자신을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고 하셨습니다. 경진 누나는 아저씨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신
다고 말해드렸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

항상 좋은 만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시
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너나 먹어라”하고 제 얼굴에 카드를 던지며 
위협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위험할 뻔한 상황도 더러 있었지만, 다
행히 큰일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
서 별일 없이 생각보다 많은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저
희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같이 참여한 4명 모두 정말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
다. 돌아오는 길에 평소 기도를 부탁해도 절대 안 하던 새 신자 진
혁 형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끝까지 안 올
까 고민했는데 나오길 정말 잘했다고, 이런 활동을 같이할 수 있어
서 너무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 예수님
을 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같은 원리로 저희가 준비한 생일 
선물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4명 모두 저희가 준비한 선물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6 July 2016



개체교회 사역

녹색지대

믿음의 친구들 사역이 소개되면서 각자 쪽지에다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적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고는 나는 교회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

리고 봉사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것은 우리교

회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로 그냥 버려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기후

의 변화, 천재지변 등 그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쓰레기를 

아무 대책 없이 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죄송한 마음이

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보존해

야 할 기독교인인 우리들이 모인 교회에서 재활용할 수 있

는 귀한 자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버린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늘 마음에 부담으로 있었는데, 우리 주위에 중풍병자

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서 고치고 바르

게 하는 “믿음의 친구들” 사역이 시작된다고 하니 자연스

럽게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할 친구들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몇몇 분에게 아이디어를 나누었지만, 반응이 시

원찮습니다. 그걸 모아서 어디다 갖다 주느냐? 그걸 일일

이 누가 수거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얼마나 되

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일부터 친교실 일반 쓰레기통 옆

에 투명비닐봉지를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물

병 쓰레기가 나오는 예배부와 2층 사무실과 재정부실에 

빈 봉지를 전하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에 수거하여 우리 교회에서 재활용 쓰레기가 나가는 요일

에 교회 사택 앞에 내놓을까 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

다는 나으리라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팀 이름은 “녹색지대”로 정할까 합니다. 에덴동산처럼 

온갖 푸르른 나무가 우거진 곳을 꿈꾸며 말입니다. 이 사

역에 함께하실 친구들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믿음의 친구들> 사역 후기

야경꾼 일지
비전 그림 세우기를 통하여 생소

한 이름 “믿음의 친구들”(Band of 

Brothers and Sisters)의 사역 소개

를 들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중풍

병자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알고 있

었지만, 이 내용이 이렇게 교우들과 

한팀이 되어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일에 적용이 되리라고는 생각하

지 못했다.

그날 이미 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청년부 한 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이 조금 움직였지만, 구체적인 생각

은 떠오르지 않았다. 이런저런 궁리

를 하던 중에 부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

문을 받았다. 

이미 목회실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역을 예를 들어 명시

하였었기에, 그동안 드문드문 생각을 해왔던 교회안전을 위하

여 야간에 방범순찰을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답변을 드렸다. 말

을 꺼내놓고 보니, 일 년 내내라면 부담도 되겠지만, 일단은 사

순절 기간이라는 한시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이라 한번 해보자는 

다짐이 들었다.

그래서 교우 몇 명에게 연락을 하여 의논하고 마음을 합하여 

팀(박종인, 양헌, 이대훈, 이배욱)이 구성되었다.

지난 월요일(2월 15일)부터 야간방범 순찰을 돌기 시작하였

다. 저녁식사 후, 교회에 도착하니 10시 45분이었다. 2층 사무실

에 불이 켜져 있어서 노크를 하니 이요섭 목사님이 계셨다. 이 목

사님과 함께 돌기로 하였다. 

우선 친교실 화장실부터 시작하여 각 방의 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하고, 구교육관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메인 문은 잠겨 있어

서, 이 목사님이 갖고 계신 열쇠로 열고 들어가, 2층 화장실부터 

각 방을 확인하고 또 3층을 돌아다녔다. 어느 곳은 잘 정돈이 되

어 있었지만, 어떤 곳은 그 시간까지도 전등이 켜져 있는 곳도 있

었다. 다니면서 정리를 하였고, 전등도 끄고, 또 이상한 곳도 살

펴보았다. 지하실, 보일러실, 주방, 본당, 2층 등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니 마음이 평온했다.

그 다음날은 믿음의 친구들 팀원인 박 권사님과 함께 교회

에 도착하여 이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어제와 같은 코스로 둘

이서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구교육관 2층 메인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김진우 목사님이 바로 오셔

서 함께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순찰 중 확인한 사항은 중요한 

위치의 문들이 열려 있었고, 전등이 켜져 있어서 이것들을 정리

하고 문을 닫아 놓았다. 비록 단순한 일이지만 각 문들과 방들

이 정확하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  교회 건물 도어의 열림 잠금 상태 방법이 복잡하다

•  교회 건물 각 방의 사용 후 정리정돈이 잘 안 된다

•  건물 청소용, 화장실용 비품이 여기저기 보관되어 있다

•  지하실부터 3층까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비상 대피로 표시가 

없어서, 교회 건물 구조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비상시 어디

가 출구인지 확인이 어렵다

•  교회건물 외부 탈출 계단이 없어 비상시에 2층, 3층에서 외부

로 나오기가 어렵다. (오래 전 교육부에서 어린이들에게 비상

시 탈출 훈련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훈련이 필요하리

라 여겨진다.)

교회의 모든 것들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중한 재산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재산 못지않게 아끼고 관리

하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심을 가지고 돌

아보고 챙기면서 교회에 대한 애정도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마

음과 생각이 여러 사람에게 전해지고 지속되어진다면, 교회 건

물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몸

이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쓰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원

을 가져본다.

익숙하지 않은 사역이라 생소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였지

만 일단 한 발짝을 내디디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드라마 “정

도전”에서 본 것인데 맹자의 한 구절이라고 한다.

“불위야 비불능야 

不爲也 非不能也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미리 절망한다. 누구

랑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작이나 할 수 있을는지, 그 진

행은 잘 될는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을는지… 확실하지 않은 

막연한 사역을 선뜻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래 

그냥 한번 시작해보는 거야 라는 맘이 들었다. 하다 보면 방법

도 생길 것이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면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문둥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친구를 달아 내릴 생각

을 했을 때, 완벽한 계획을 다 짠 후에 시작을 하지는 않았으리

라 생각한다. 간절한 마음에 어떻게든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한

다는 절박함이 앞섰기에 그런 행동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모멘텀이 되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

하시는 교회가 되는 큰 꿈을 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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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여성목회자의 온전한 권리 인정 

60주년과 정회원 집사 직분 20주년을 기념하기 위

해 전 세계의 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들이 8월 29

일부터 31일까지 휴스턴에 모인다. 이 모임은 연대

주의의 연합감리교회 세계 여교역자 지역모임의 

정점으로 세계감리교대회가 열리기 바로 전에 모

인다.

“ONE: Birthing a Worldwide Church”라는 주

제로 열리는 이번 모임은 여교역자들의 화합과 감

리교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3일

간의 이 행사는 지도력 양성과 교육 그리고 네트워

킹의 기회뿐만 아니라 여교역자들의 리더십이 연

합감리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

공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적인 교회이고, 연합감리교회 여교

역자들이 리더십의 교회의 유산을 세우는 것은 중

요합니다,”라고 총회고등교육사역부(GBHEM) 총

무인 Kim Cape 목사는 말했다. “우리는 명확한 목

적과 전략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모인 

여교역자의 모임은 모든 여교역자들이 헌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적, 문화적 그리고 영적인 공간

을 만들어 줍니다.”

행사일정
모임은 월요일 저녁 정회원이며 총회고등교육사

역부 글로벌 목회자 컨설턴트인 Beauty Maenza-

nise 목사에 의해 디자

인된 개회예배로 시작

된다. 개회예배 설교는 

정회원이며 Aldersgate

연합감리교회(Angeles 

City, Philippines) Helen 

Manalac-Cunanan 목사

이다. Manalac-Cunan-

an 목사는 작년 마닐라에서 열린 필리핀 연합감리

교회 여교역자 회의를 주관했다.

화요일은 여러 가지 상호 대화학습과 네트워킹 

활동이 제공된다. 참가자들은 지역별 연합감리교

회 여교역자 그룹 구성자들의 연설을 듣고, 세계 

각국의 리더들의 경험을 나누는 회의에 참여하며, 

연합감리교회 기관이 인정하고 프로페셔널 코치 

공식 자격증이 있는 Sharon Vandegrift 목사가 인

도하는 성도의 대화 회의 방식(Christian confer-

encing)에 대해 배우게 된다. 두 번째 세션에는 세

계적 연대속의 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의 지도력에 

대해 원탁회의와 연합결성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

정이다.

화요일 저녁은 여감독들과 세계감리교협의회

와 Uniting Church Women의 지도자들과 함께하

는 저녁 만찬이 열리게 된다. 휴스턴 지역 감독인 

Janice Riggle Huie 감독이 연설할 예정이다. 남부

아프리카감리교회 총무인 Charmaine Morgan 목

사가 환영사를 할 예정

이다. 올해는 남부아프

리카감리교회 여성 안

수 4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다.

수요일 토론은 여성 

감독들이 여교역자들

이 미래로 이끄는 교회

에 대한 그들의 비전을 나눌 것이며, 여교역자들은 

교회의 변화와 세계의 변화를 만드는 각자의 의견

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임은 연합감리교회 여

성 감독들과 함께하는 집사 축하 점심으로 끝마치

게 된다. “1996년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집사가 처

음 세워졌을 때 이는 교회 리더십을 되살리기 위한 

역사적인 초교파적 운동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총회고등교육사역부 집사 사역 개발부 디렉

터 Victoria Rebeck 목사는 말했다. “목사는 교회

의 삶을 인도하고, 집사는 교회와 사역에 제자들

을 파송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보내는 목회자의 파트

너십을 축하할 것입니다.”

폐회예배는 집사이며 Candler신학대학원 예배

와 음악부 부학장인 Barbara Day Miller 목사에 의

해 디자인된다. 폐회예배는 모잠비크 아프리카 감

독구 Joaquina Filipe Nhanala 감독이 집도한다.

“힘 있고, 감동적이며, 교육적이고 영적인 경험

을 기대하세요.”라고 총회고등교육사역부 평생교

육 디렉터 박희로 목사는 말한다. “우리는 전 세

계 집사들, 정회원들, 본처목사들, 병원주재목사들 

그리고 사역 후보자들 모두 함께 협력하는 여교역

자의 새로운 길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

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기 위한 준비를 더욱 잘 갖추고 나아가게 될 것입

니다.”

이 역사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법은 

경제적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아프리카, 유럽/유

라시아 또는 필리핀 등에서 회중을 섬기는 여교역

자들을 후원하는 것이다. 총회고등교육사역부는 

해외지역총회와 미국 내의 최저 사역비 여교역자

들의 모임 참석을 돕는 모금운동을 활발히 해오

고 있다.

여성목회자 온전한 권리 인정 60주년과 정회원 

집사 2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 자료들과 등록 안내 

그리고 재정 기부의 자세한 사항은 http://www.

koreanumc.org/ministry-network/global-united-

methodist-clergywomen-gathering-registration을 

참조하기 바란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gbhem.org/clergy/

clergywomen을 참조하거나 박희로(Rev. Dr. 

HiRho Park) 목사 clergylifelonglearning@gbhem.

org로 문의하면 된다.

섬기는사람들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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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 (615) 742-5765 | Fax (615) 742-5469

kumc@umcom.org

편집국장: 이승필 목사 | jlee@umcom.org

편집부장: 임주연 | jkim@umcom.org

RESOURCES

담임목사 김윤기
•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	영어학교	(주일)	오전	11시

•	수요중보기도	오후	8시

•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시	30분

19320	Kedzie	Ave.,	Flossmoor,	IL	60422
708-799-0001		•		http://kumcssc.com/v2/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한의준
•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15분/	4부:	오후	2시
•	주일저녁예배	오후	7시
•	수요예배	오후	7시
•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시	30분

1639	Keeaumoku	St.	Honolulu,	HI	96822
808-536-7244		•		www.hawaiicumc.org

담임목사 김한성
•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45분/	2부:	오전	9시	45분/
	 3부:	오전	11시	45분/	4부:	오후	2시

•	VOPC(영어	예배)	오후	2시	30분

•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시

1219	Swinks	Mill	Rd.	McLean,	VA	22012
703-448-1131		•		www.kumcgw.org

와싱톤한인교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낙인

•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30분/	2부(EM):	오전	9시	30분/	
	 3부:	오전	11시

•	수요예배	오후	7시	45분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30분/	(토)	오전	6시

1747	S.	Nogales	St.	Rowland	Hgts.,	CA	91748
626-965-9191		•		www.joonimchurch.com

남가주주님의교회

동북부 목회자 가족 여름 수련회
7월 18~20일, 워싱턴감리교회, MD

St. Paul 한국어 강좌
8월 1~5일, Leawood, KS

2016 교회 성장학교
(School of Congregational Development)
8월 17~20일, Chicago, IL

2016년 연합감리교회 세계 여교역자 모임
(Global UM Clergywomen Gathering)
8월 29~31일, 휴스턴, TX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9월 12~14일,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MI

한인여선교회 UN 세미나
10월 12~15일, 뉴욕 후러싱제일교회 & CCUN(맨하튼)

한인여선교회 서부지역 지도자훈련
10월 28~29일, CA

북가주 평신도지도자대회
11월 12일, San Jose, CA

2016년 청년학생선교대회 KUMC 2030 Conference 
11월 23~26일,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IL

2016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연합감리교회공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연합감리교회 프로그램 달력(영어)’이 발행되었습

니다. 클래식 달력, 포켓사이즈, 벽걸이, 책상용, 전자 달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행된 이 
달력에는 연합감리교회의 주요 정보와 관련된 각종 절기와 행사 등이 기록되어 있어 목회
자나 평신도 리더가 개체교회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주문은 http://www.koreanumc.org/resources/2017-program-calendar-
information을 참조하세요.

매년 공식 프로그램 달력은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세계 여교역자 모임 안내

2017년 연합감리교회 공식 프로그램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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