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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총회 긴급모임

“한인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
회에서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긴급모임’이 열렸다. 총 56
명이 참가한 이번 긴급모임에서는 “한인교회는 어디로 갈 것
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 교단 상황의 이해와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한인총회 총회장 김광태 목사는 2017 한인총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 5월 초 교단의 주요 이슈와 관련한 한인교회의 입장 정리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긴급 한인총회’를 소집했다. 긴급모
임 공지에 따르면, 지금 교단 내의 동성애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이슈가 우리 한인 공동체에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전
제하고, “이제 우리들의 교회와 목회는 우리들 스스로 지키지 않으
면 안 되며 바로 지금은 우리들의 장래에 대하여 우리들이 주체적
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여 결단할 때”라는 취지로 이번 긴급모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임을 소집했다. 하지만 한인총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모임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되지 않
아서인지 서부나 동부지역의 참여자가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또한 모임의 성격에 대한 이견들도 있어서, 모임 명칭이
‘긴급 한인총회’에서 ‘한인총회 긴급모임’으로 정정되기도 했다.
총회장 김광태 목사는 모임을 시작하며 “지난 LA 한인 총회에
서 현 교단의 변화되는 상황과 함께 한인교회에 미칠 여러 상황
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결의 이후 그 결의의 후속 조치로
이번 긴급한인 총회 모임을 열게 된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설명
하며, 이번 긴급한인 총회 모임은 어떤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공청회
와 같은 성격의 모임으로, 참석자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들으
며, 한인교회 미래를 위한 의견을 모아가는 성격의 모임이라고 정
의했다. 참석자들도 모임을 시작하며 자기소개와 모임에 대한 기
대에 관해 말할 때, “상황에 대해 듣기 위해 참석했다”라는 의견
이 많았다.
이번 모임은 예배와 식사,
그리고 짧은 휴식 시간 외의
모든 스케줄이 논의의 시간
으로 진행되었으며, 교단의
동향과 한인교회 미래, 한
인총회 구조와 선교연회, 앞
으로의 진행 등 세 가지 큰
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
였다.
먼저, 개회예배 설교를 통
해 정희수 감독(위스콘신 연
개회예배 설교 정희수 감독(위스콘신 회)은 현 교단 상황을 마태
연회)
복음 14장에 나오는 풍랑의
바다에 비유하며,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폭풍 한가운데로 제
자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한 배에 오르심으로 풍랑이 잠잠해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긴급모임 회의 모습

진 예수님을 묵상하며, 어려움을 피하기보다는 그 어려움과
함께 현존하며 서로의 관계를 모색하고, 회피가 아닌 적극적
인 삶의 자세를 가지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이어진 ‘교단의 동향과 한인교회 미래’에 관한 첫 세션은 한
인 목회강화협의회 장학순 목사와 미래대책위원장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NY)가 인도
했다. 김정호 목사는 동성애자
안수 불가라는 현 장정을 고수
하는 한인교회의 기본입장을
다시 확인하며, 우리 한인교회
를 지키려는 의지 가운데도 중
요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한
인연합감리교회의 현실에 관해
설명했다.
장학순 목사는 동성애와
관련된 교단의 주요 이슈들과
미래대책위원장 김정호 목사(후러싱
지금까지의 동향, 그리고 앞으
제일교회, NY)
로의 전망에 대해 참석자들에
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지난 4월 말 한인총회 때보다 자세한 동
향이 분석이 포함된 이번 발표에서 장 목사는 진보 강경, 진보
공존, 보수 공존, 보수 강경 등의 교단 동성애 이슈와 관련한 네
가지 다른 견해의 그룹들에 관해 설명하고, 교단의 분리나 분
열 가능성 등을 “별거”(한 지붕 두 가족)와 “이혼”(분가) 등으
로 분석하며, 그에 따른 “독립연회”나 “독립 교단” 등의 가능성
에 대해 가늠해 보기도 했다.
장 목사는 현 상황의 접근 관점의 하나로 요한 웨슬리의 “If
we cannot think alike, can we at least love alike?”라는 말을
인용하며 제안하기도 했다. 김정호 목사는 세션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있을 교단 임시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해도 “선교
연회이건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치러내야 할
과제에 비해 우리 한인총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너무나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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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합감리교회
한인 목회자 정보
업데이트 안내
연합감리교회 공보부는 전체 한인 목회자의 파송 및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의 파송은 대부분 연회가 열리는 6
월까지 결정이 나서 7월 1일부로 새로운 임지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는 280여 개의 한인연합감리교회와
약 900여 명의 한인 목회자(은퇴 목회자 포함)가 있고 이 중, 400
명이 넘는 한인 목회자들이 타인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연회별로 감독이 목회자 이동을 결정하는 특성 때문에 각 연회에
속해있는 한인교회의 목회자 이동이나 타인종 목회를 하는 한인
목회자들의 이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에서는 지금까지 새로운 파송을 받으신
목사님들과 새로운 목회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알리고자
합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목회자 중 새로운 파송을 받으셨거나,
이메일이나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의 변동이
있으신 목회자께서는 http://www.koreanumc.org/contact/
appointments의 양식을 이용해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메일 kumc@umcom.org로 정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하셔서 정보의 업데이트를 통해 교단의 뉴스와 기타
리소스를 신속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커뮤니케이션
연합감리교회

해서 어떤 결정이라도 한인총회 내부 뜻과 마음을 모아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둘째 날 이어진 논의는 이승우 목사(워싱턴감리교회, MD)

헌장개정위원장 이승우 목사(워싱턴감리교회, MD)

와 신임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가 인도했다. 이승우 목사는 지
나온 한인교회의 간략한 이민 역사와 역사 속에 직면했던 도
전, 그리고 현 상황 등에 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한인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그룹토론의 주제로 제
▶ 2페이지에 계속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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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긴급모임을 마치고

한인총회 긴급모임 그룹토론 모습

인간의 성 문제(Human Sexuality)와 관련하여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변화에 대한 여러 예측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총회장: 김광태 목사)는 ‘한인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모임을 6월 26~28일(월~
수)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가졌다.
연합감리교회는 2019년 2월 특별총회에서 Way Forward
Commission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통해 동성애 관련 입장을
결정하고, 2020년 5월 정기 교단총회(4년마다 열림)에서
교단구조 개편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정호 목사와 장학순 목사 회의 진행 모습

한인총회 긴급모임 “한인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1페이지에 이어서 ▶

그리고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는 선교
연회가 무엇인지에
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며 이번 모임
참석자들이 한인교
회 희망의 대안이 될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수 있는 ‘선교연회’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
들은 각각 연령별로 나뉘어 토론하였다. 30~40대 목회자 그룹
은 선교연회의 파송에 관한 형평성 이슈와 한인총회 구조변화
의 필요, 그리고 한인교회 내의 하나 됨의 부재 등을 이야기했
고, 50대 목회자 그룹은 한인 목회자들의 결집력 부재와, 한인
총회의 재정립 필요성, 선교연회의 불분명한 개념과 영향 등에
관해 나누었으며, 60대 이상 목회자 그룹은 한인교회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단결력 부재 등을 제기했다. 한인여선교회 김명래
총무는 참석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선교연회에 관한 이해를 돕
기 위해 한인여선교회 회장 김리자 권사가 번역하고 한인여선
교회가 교육자료로 사용하는 ‘미 연합감리교회 선교연회들’이
라는 책을 함께 읽을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세 번째 토론 시간을 인도한 이성현 목사(샌디에고

“이런 변화의 시기에 교회나 목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결단,
하나님 나라와 예수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선하는 선택,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결단이 요구된다”고 김광태 목사(총회장,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는 말했다.
장학순 목사(총회 한인 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장)는
교단 동향에 대해 “총회 대의원의 42%가 미국 외에서 오고,
동성애 관련 교단 헌법인 장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투표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 하지만 교단법을
어겼을 때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단 내 진보파는
법을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장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 내에서 진보, 보수 양극단을 배제한 중도통합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교단 분리 혹은 분열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 차원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목사(워싱톤감리교회, 총회 헌장개정위원장)는 “현재
연합감리교회에 소속한 한인교회들은 지역에 따라 속한 연회가
다르고, 속한 연회에 따라 한인교회에 대한 선교와 목회적
배려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한인교회 미래를 위한 통일된
비전을 공유하기가 어려운 만큼 교단 내에 한인교회를 위한
제도적 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인교회를
위한 선교연회 또는 선교구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성현 목사(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는 “선교
(개척) 교회들이 계속 문 닫고 있는 현실에서 작은 교회들을
보호해 주고, 목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선교연회가 가장 좋은 대안으로 생각되면서도 마음의 불이
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총회 미래대책위원장)
는 “2019년 교단 특별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해도
한인총회의 정치 역량이 너무 미약하다. 선교연회와 같은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역량도 미약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의지”라면서 “어떤 결정이라도 한인총회 내부의

한인연합감리교회, CA)는 현 교단 동성애 이슈의 중심 지역이
라고 할 수 있는 서부지역총회와 칼펙연회 등의 다이내믹을 참
석자들에게 설명하며, “그 이슈를 목숨 걸고 지키려는 신뢰와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선교연회에 관한
그룹토의를 다시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다시 연령별로 모인 각
각의 토론시간에 선교연회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선교연회를 보는 시각이나 이해, 과거의 경험, 파송
의 형평성, 명분과 시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마지막 날(수) 오전에는 총회장 김광태 목사의 인도로 “현재
한인교회가 직면한 제일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그 직면한
과제를 위해 한인 총회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연합감리교회 내의 한인 공동체를
위한 어떠한 체계를 만들더라도 한인총회 내의 신뢰와 단결력
의 회복이 우선 절실히 요구되며, 리더십이 그 부분을 위해 더
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계환 목사는 이번 모임의 여러 의견을 모아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긴급모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선교연회를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현재
한인총회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모임에 참가
한 이들은 지역총회 연합회와 연회 한인코커스는 물론 차세대
목회 Nexus Ministry, 타인종목회자, 여성목회자 등과 함께 한
인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한 대화와 소통의 소중함을 공유하

총회장 김광태 목사의 회의 인도 모습

뜻과 마음을 모아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수 감독(위스콘신 연회)은 “Staying with the
trouble”(Donna Hathaway)이라는 말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진로에 대해 “현재 교단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피하기보다
그 어려움과 함께 현존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모색하는 새로운
모험을 할 때”라며 “감독과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교회
일치라는 성서적인 기초에서 모든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고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 전했다.
선교연회를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현재 한인총회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모임에 참가한 이들은 지역총회
연합회와 연회 한인코커스는 물론 차세대 목회 Nexus Ministry,
타인종목회자, 여성목회자 등과 함께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한 대화와 소통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한인교회를
위한 제도적 구조(선교연회 또는 선교구)의 가능성과 앞으로
한인교회에 끼칠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한 Task Force를
조속한 시일 안에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관련 미디어 문의는 선교총무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wwjd21st@gmail.com
Cell: 605-877-2040

고, 한인교회를 위한 제도적 구조(선교연회 또는 선교구)의 가
능성과 앞으로 한인교회에 끼칠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한 Task
Force를 조속한 시일 안에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긴급모임을 통해 서로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한인 공동체 내의 소통과 신뢰가 지금 절실히 필요
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논의 내용은 태스크 포스

60대 이상 목회자 그룹 토론 모습

의 구성과 여러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의 소통 등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며, 내년 한인총회에서 구체화된 내용의 발표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글쓴이: 이승필 목사 |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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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제막
조지아 주 애틀랜타 지역의 교회들과
교민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한인회의
노력으로 무산될뻔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지난 6월 30일(금) 오전 10시에 조지아
주 Brookhaven 시의 Blackburn Park
II 공원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있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이 제막식에는
Brookhaven 시의 시장을 포함한 지역
인사, 애틀랜타 한인회, 그리고 교민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하였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교민 가족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또한, 이 제막식을 취재하기 위해
온 지역 방송국과 한국 방송국, 그리고
일본 방송국 등에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은 처음
애틀랜타 민권센터에 설치하기로 했으나 설치 결정이 번복되는 등
여러 설치 반대 로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Brookhaven 시
관계자들의 이해와 결정으로 건립할 수 있었다. Brookhaven 시의
John Arthur Ernst Jr. 시장은 환영의 인사를 통해 자신도 에모리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역사를 바로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역사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녀상이 자신이 시장으로 있는
Brookhaven 시에 세워지게
됨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성매매, 인신매매 등
요즘의 사회 이슈와 연계하여
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과거의
역사뿐 아니라 미래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백규 건립위원장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목사) 교인인 김백규 건립위원장은 “이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이슈가 아닌 인권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어두운 역사 속에
수많은 어린 여성들이 성적 노예로 이용되었고, 이는 왜곡되거나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이며, 이러한 것을 배워 앞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여러
교회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김세환 목사도 교인들의 전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말하며 이 뜻깊은 일에
함께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연소(90세)인 강일출 할머니가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강일출
할머니는 16살 때 끌려가 짐승처럼
취급받던 그 당시 상황을 참석자들에게
전하며, “내 고향이 경북 상주”라는 말을
여러 번 말하며 전쟁 후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던 아픔을 말하기도 했다.
전날 29일(목)에는 교민 약 400여
명이 모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소녀상”이라 주제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전야제 축하 행사가 있었다.

Richard A. Marsh(왼쪽)와 Keith Boyette 목사가 지난 2017년 4월 25일
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동성애자인 목회자가 연합감리교회에서 감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논쟁 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이 이슈에 대해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사진: Mike DuBose, UMNS)

이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은 캘리포니아 주 Glendale 시립
중앙도서관 앞과 미시간 주 사우스필드 한인문화회관 정문에
이어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세워진 것이다.
■ 글쓴이: 이승필 목사 |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 글쓴이: Kathy L. Gilbert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
(UMNS)

전야제 축하 행사-아틀란타한인교회 오케스트라 연주 모습

이 전야제에서도 강일출 할머니는 평화의 소녀상을 위해 도움을
준 미국인들과 우리 동포들을 잊지 않겠다는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 전야제에서는 특히 아틀란타한인교회 오케스트라와 어린이
합창단이 애국가 멜로디의 곡 연주나 ‘고향의 봄’ 등의 가곡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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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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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위원회
동성애 감독 판결
재심 청원 기각

교단의 최고 사법기관인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서부지역총회
감독회가 제출한 동성애 감독에 관한 판결의 재심 청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사법위원회의 서기 Luan-Vu “Lui” Tran 목사는 청원과 관련된
그룹에 보낸 이메일에서 “신중한 검토와 기도 끝에 서부지역총회
감독회가 청원한 제1341항의 재심 청원은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서부지역총회 감독회는 사법위원회 제1341 판결이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이라는 장정의 정의를 불법적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12일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Tran 목사는 사법위원회가 보통은 판결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표결내용을 밝히지는 않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밝힌다고 전했다. 판결요청은 가을 심의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10월에 있을 모임의 메모 형식으로 보고될 것이다.
“기각은 예상되었던 바이지만, 이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혹은
갈등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4월 25일 있었던
공청회의 서부지역총회 변호인단 일원이자 Rocky Mountain
연회의 법률자문인 Richard A. Marsh는 전했다.
이 이슈와 관련한 처음 판결 정원을 제기했던 Dixie Brewster의
자문인 Keith Boyette 목사는 사법위원회가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전한다. 그는 우리 교단의 동성애를
공언한 유일한 감독인 Karen Oliveto 감독의 지위는 여전히 미궁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의 공익과 Oliveto 감독이 임명된 감독구와 그녀 자신을
위해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은 장정의 기준에 준거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나는 서부지역 총회의
감독회가 장정에 합당한 책임을 신속히 다하기를 촉구한다.”
사법위원회의 판결은 동성애의 성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동성애 혼인 관계에 있는 감독은 교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음을 밝힌다. 지난 2016년 7월 16일에 서부지역총회에서
감독으로 성별된 Oliveto의 이름은 이 판결문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Oliveto 감독은 Mountain Sky 지역을 주재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스스로의 공언은 성별을 무효화하거나
감독직의 박탈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감독직에 관한 심의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했다. 사법위원회는
사법위원회가 감독의 후보추천, 선출, 임명에 대한 관할권은
없다고 밝혔다.
올가을 심의를 위한 모든 청원서류는 오는 7월 15일까지
사법위원회의 서기에게 접수해야 한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심의될 전체 내용은 적어도 90일 이전에
사법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공고될 것이다.

전야제 축하 행사-아틀란타한인교회 어린이 합창단 모습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연소(90세)인 강일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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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총회 긴급모임 후기

July 2017

2017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긴급모임 후기
긴급모임 소집에 참여한
미래대책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
9.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NY
10.
저도 참석자로서 한마디 해
도 되지만 그보다 모임 소집
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을 나
누고자 합니다.
1.

2.

3.

4.

5.
6.

7.

8.

선교연회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존재
KUMC가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제안입니다. 한
국에서 미국에 이민 가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민 간다고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민 왔다고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사람에
따라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독립, 해방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것이 정당화되려면 현재 KUMC가 UMC 제도 안에서 억
압받은 식민지 백성인지 아닌지 정직한 분석이 필요할 것
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인들만이 아니라 전
체 UMC의 일원으로 물론 한계가 있지만 현재 미국 내 존
재하는 교단 시스템 가운데 가장 우수하고 우월한 형태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한인교회의 미래만 생각한다
면 한인 목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주체적으로 자기 역량
을 발휘하기에 한계가 많은 현실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선교연회나 그와 비슷한 새로운 형태의 틀에 관심
가지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한인교회의 미래를
볼 때 주체적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현재 UMC 안에서의
KUMC 목회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목사 멤버십입니다. 많은 한인 목사들이
열심히 목회하면서도 목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UMC
제도에서 불이익이나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
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입니
다. 멤버십이 제대로 없는 목사들은 UMC 안에서 어떨 때
외국인 노동자 대우나 서류 미비자 취급당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현 구조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일까요?
제가 선교연회 형태를 선호하는 것은 UMC가 새로운 틀
로 새로 개편될 때 한인교회들이 주체적으로 역량 발휘할
수 있는 틀을 짜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우리 한인교회들이나 한인 목회자들은 어
쩌면 UMC 안에서 특별히 앞으로 미래의 UMC를 위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미 많은 30대 40대 젊은
목사들이 미국교회에 파송 받아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현

11.
12.

13.

14.

15.

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사역하던 젊은 목회자들 가운
데 한인 목회하면서 멤버십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생각하면 선교연회로 기울지만 역시 미국교회 파송 받아
미래를 꿈꾸며 목회하는 친구들 생각하면 과연 선교연회
가 대안일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연회를 추진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 문
제가 많아 그런다는 명분에 앞서 UMC를 우리가 품고 같
이 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입장과 한인교회의 선교연회 추
진이 결국에는 전체 UMC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미래
지향적인 명분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선교연회를 추진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
이지만 선교연회 이후에 현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 가
능할 위험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연회 추진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한인총회 역량
재정비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급하게 선교연회 추진
을 하다 보면 현재 방관하는 사람들이나 무관심한 사람들
나아가서 비판적인 사람들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어 한인
총회 역량이 더욱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모임 준비자 한 사람으로 착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임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모임
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성으로 보는데
막상 모임이 시작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항상 새로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모임도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참석자의 연
속성의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 변명이 되겠지만, 선교연회에 관한 것을 포함
해서 한인총회가 무엇인지 그동안 교단의 동성애에 관한
논의는 무엇인지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보니 그다음 단계
로 진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교연
회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한 내용과 이것이 앞으로 한인교
회에 끼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발표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르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인총회 모임 참석해 보면 느끼는 것인데
Actionable Facts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실들이 제기
되기보다 아무나 아무 말 함부로 해도 되는 문화가 형성되
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승우 목사님도 미래대책위원
장이나 헌장개정위원장으로 선교연회 추진해서 감독 될
수도 없고 그런 의도 조금도 없을 텐데, 사전에 선교연회
가 무엇인지 읽어보지도 않고 모임에서도 뒷담화를 하는
문화가 걱정됩니다.

긴급회의 전체토론 모습

이성현 목사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CA) 회의 진행 모습

16. 그리고… 이번 긴급회의를 보면서 현 UMC 구조 안에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 목회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극
히 저조한 것을 봅니다. 다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지 못할 수도 있고 현재 이런 사안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17. 한인총회는 앞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큰 노력이 우선되어
야 선교연회나 무엇이라도 추진을 시작이나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헌장개정도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18. 한인총회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인총회를 강화하기 위해 서로 더 열심히 회비 내고 격려하
고 동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총회장을 비롯한 리더
십에게 너무 큰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19.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발언한 것 같이 저 같은 60대(?)
가 더 이상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기
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
도 후배 세대가 이해해주지 않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뒤
로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문제이지
만 더 젊었을 때보다 모임 참석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비밀이지만 제가 보청기를 끼고 삽니다. 귀도 잘 안 들려
서 회의가 진행되면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듣지를 못합
니다. 더군다나 혈압이 있어서 감정이 개입되는 모임이 건
강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마음을 평정하고 너무 심각하지 않으려
고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게 되고 불편하면 화장실도 자
주 드나들고 전화 만지작거리는 불량청소년의 행동이 나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 다만 저는 지난 근 37년 한인총회가 제 목회의 고향이고
제가 나름대로 사랑한 공동체이기에 그리운 옛정이 있고
나름대로 책임져야 할 빚이 있다고 여겨 포기하지 못하고
참석도 하고 주어지는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이번 모임 끝나고 공항에서 저와 지난 근 40년 세월 지내
온 목사님이 제게 “김 목사, 이제 우리는 그만 와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한인총회
모임 참석은 항상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이슈가 있건 어떤
내용이건 그냥 오는 것인 줄 알았고 아무리 회의에서 의
견이 달라도 함께 밥 먹고 사우나 가고 웃고 울고 했는데
그런 친구들 이제 모임 가서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21. 저는 웬만하면 항상 20포인트로 끝내는데 오늘은 21포인
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
신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갑자기 나이 먹은 것도 아니면서 나이 먹은 척한다고 여기
시면 죄송하고요. 정말로 우리 한인총회가 일취월장 발전
하고 앞으로 힘차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충정으로
여겨주시기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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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총회 긴급모임 후기

긴급 한인총회 참석 후기
류재덕 목사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CA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정리한 것을 적어 보았
습니다. 특히 한인연합감리교
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몇
가지로 맥을 짚어 봅니다.
1. 동성애 이슈를 중심으로 UMC가 재 정립되는 과정인데, 지금
이 한인 목회를 재정립할 기회다.
2. KUMC 교세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 분석
1)		 UMC 교세가 줄어들고 있다. KUMC 교세도 줄어들고 있
다. 이민 초기에는 한인 이민 커뮤니티 내에서 컸던 연합
감리교회의 역할과 비중이 타 교단의 성장 과정에서 적어
지고 있다.
2)		 한인교회 목회는 목회자의 리더쉽과 역량이 중요한 메인
변수, primary variable!
3)		 한인 목회자의 경우, 길이 둘이다. 하나는 타인종 교회 목
회, 또 다른 하나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
4)		 KUMC 교회 중 소형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거
나, 또는 문을 닫게 되는 경우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5)		 역량 있는 한인 목회자들이 타인종 목회로 파송을 받아
가고 있다.
6)		 목회자의 경우도 한인 목회 사역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타인종 교회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 한
인 목회가 힘들면 하는 이야기가 그 예다. “타인종 목회
하니, 훨씬 편하고 좋아. 힘들면 타인종 목회로 파송 받는
것이 어때.”
7)		 전체적으로는 한인 목회자들의 역량이 전체 UMC에서
성장해 왔고 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타인종 목회 현장으로 파송 받을 수 있다
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KUMC 교회의 역
량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보지 않을 수 없다.
8)		 또한 타인종 UMC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곳을 메워주고
있는 인력이 KUMC 목회자들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9)		 젊은 목회자들의 경우, 타인종 목회지와 한인 목회지 두
곳에 기회가 있다면 KUMC 보다는 타인종 목회지를 선
호한다. 목회 역량, 영주권, 연회 안수 과정 등 미국 내 사
역을 위해 준비된 한인 목회자들이 첫 목회지로 선호하
는 곳은 지원이 열약한 한인교회보다는 타인종 목회다.
10) KUMC 목회 현장이 UMC 타인종 목회와 비교할 때,
ministry support and security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KUMC 목회 현장은 연회 안수 과
정이나 영주권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한인 목
회자들이 감당해 줘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11)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경우 사역이 이중적 부담이 있다.
한인연합감리교 내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과 더불어
UMC 연회, 지방회에서 하는 훈련이나 모임에도 참석해
야 한다. UMC 연회나 지방회에서 하는 훈련은 한인교회
교우들을 훈련하는 데에는 역량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12) 연합감리교회의 장점인 diversity 존중은 분명히 장점이
긴 하지만, 구색을 갖추다 보니 자기 만족적 과시적 효과
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한인교회
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13) KUMC는 스스로 우리의 요구에 맞는 사역을 개발해 온
것이다.

14) UMC 교세가 약화되는 곳에 KUMC 목회자들이 파송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과정에서 KUMC의 목회적
역량도 약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 결국, UMC가
침몰한다면 동시에 KUMC도 동반 침몰하게 된다.
15) 물론 타인종 교회로 파송 받는 목회자들을 넓은 시야에
서 보는 것은 필요하다. 하나님 교회와 교우들의 필요를
위해 grace and gift에 맞추어 파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16) KNP 한인 목회강화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으로는 교회개척 전략과 부흥은 교단이 주관하고 있기
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물론 연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감독이 특별히 교회개척에 열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
위에서 밀려난다. 한인교회들과 목회자들 또한 주체적인
결집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승우
목사님께서 1988년까지 8년간의 Ethnic minority 집중
지원의 시대는 끝났다는 역사적 맥을 짚어주신 것이 도
움이 됨.)

류재덕 목사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CA) 발표 모습

3.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역량 발휘를 위한 방향
1) UMC 역량 약화를 감당하다가 KUMC가 동반 침몰해선
안 된다.
2) KUMC의 역량이 독립된 연회(명칭이 선교연회든 provisional conference든) 형태로 결집한다면 KUMC 교회의
성장을 위한 인력과 재원의 집중이 가능할 것이다.
3) 독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영어 사용하는 것을 주류
로 보는 시야를 버려야 한다. 한인들이 한국문화에 기초
한 모임을 한다고 해서 폼이 안 난다고 자신을 과소평가
하는 시각도 버려야 한다. (이번 모임에서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을 짚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나 자신을
발견했음을 자수합니다).
4) UMC 내에서 타연회와의 교류와 협력도 더욱 주체적인
면에서 할 수 있을 길이 열릴 것이다. 프로그램 협력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 면에서도. 주체적이면 항상 길은 있다.
5) KUMC의 역량이 강화되면 오히려 UMC를 지원하는 역
할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반 침몰을 극복하고 오히려
동반 항해가 가능할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한인총회 긴급모임
김태준 목사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IL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
지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긴
급모임이 시카고에서 열렸습
니다. 미 전역에서 오신 약 50
여 명의 목사님이 현재 한인연
합감리교회가 교단 내에서 당면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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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놓고 힘든 논의를 3일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아직 동성애는 기독교의 교
리와 양립할 수 없는 죄이기에 연합감리교회 목사나 교회는 동
성 결혼을 집례하거나 동성 결혼식에 건물을 빌려줄 수 없고,
또한 동성애를 하는 이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
습니다. 하지만 4년마다 열리는 교단 총회에 동성애를 합법화하
자는 동의안이 계속 올라오면서 논쟁이 깊어지고 있으며, 교단
은 동성애 찬성과 반대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교단 분
열의 조짐까지도 보이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2020년에
열리게 되어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기 총회 전인 2019년 2월에
동성애 문제만을 다룰 특별 총회를 열자고 감독회의에서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말에 총회 산하 사법위원회에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부 지역총회에서 작
년에 여자 목사와 결혼해 사는 레즈비언 목사를 감독으로 세운
뒤, 남서부 지역총회에서 이 일이 합법적인 일인지를 놓고 총회
사법위원회에 고소했는데 그 판결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 판결
문에 의하면 동성애를 행하는 이를 감독으로 뽑은 것은 교단법
에 위배 되는 것이지만, 감독을 파직할 수 있는 것은 사법위원회
가 아니라 지역총회이기에 서부 지방총회에서 다시 적법한 절차
에 따라 이 감독을 해임해야 하며, 그때까지 이 감독은 감독직
무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 동성애
감독을 뽑은 서부 지역총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임과정을 미
루게 될 때는 몇 년이고 감독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입니다. 즉 명분은 동성애 반대파에, 그리고 실속은 찬성파에게
준 절묘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를 비추어 볼 때 2019년도 총
회 결과도 비슷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 보게 됩니
다. 결국, 동성애자를 안수 주는 것은 각 연회에서 결정하고, 동
성 결혼식을 주례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목사 개인과 개
교회에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교단의 분열을
막고자 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한인교회
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인 만큼 의견도 다양해 논의가 쉽지는 않았지만,
한가지 가닥을 잡은 것은 한인교회들만으로 이뤄진 “선교연회”
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교단의 장정이나 모든 현실적 상황을 고
려할 때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교회로
구성된 선교연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우선 날로 늘어나는 동성
애 찬성세력으로부터 한인교회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동성
애를 반대하고 있는 한인교회들의 목소리를 함께 냄으로써 교
단이 올바르게 가는데 한 몫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
으로 생각이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저도 탈퇴보다는 선교연회로
한인교회들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단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데 쉽
게 교단을 버리는 태도보다는 함께 바른길로 가기 위해서 부딪
히더라도 끌어안고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 봐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연회에 대한 논의는 2020년
총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선교가 끝난
후 설명회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
해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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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부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협의회
목회자 가족수양회

2017년 서부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협의회 목회자 가족수양회 단체 사진

“광야의 영성 ‘The Spirituality of the Wilderness’”라는
주제가 피부로 와 닿을 만큼 뜨거운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
에서 2017년 서부지역 목회자 가족수양회를 150여 명의 목
회자와 가족들이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40여 년
의 기간 동안 한결같이 열린 연례행사이지만, 매년 참석하는
목회자 가정 대부분에게는 행사 이상의 의미가 있는 모임입
니다. 은퇴 목사님들의 소회처럼 세 살배기 어린 자녀가 이제
40대 중년 가장으로 성장하는 동안 함께 했던 추억의 저장소
와 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함께했던 대부분의 목회
자와 그 가정에게 매년 또 다른 기억들을 만들어 공유하는 의
미 있는 자리로 남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수양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에게는 목회의 소중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고, 목회자 가정에는 편
안한 쉼터가 되어 서로의 벽을 허물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수양회는 광야 같은 목회의 현장에서도 은
혜의 빛 가운데 거할 때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총을
재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주제로 계획되었습니다. 3박
4일의 여정을 위해 수없이 지나쳐야 했던 광야 길은 목회자
들에게 지나온 자신의 사역 여정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경건예배와 저녁 집회를 통해서 하루의 과정을
되짚으며 광야 가운데 만난 은혜의 빛을 나눌 수 있었습니
다. 예배 가운데 동료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의 나눔은 유난
히 듣는 모두의 마음에 더 깊이 와 닿을 만큼 서로의 목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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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저녁 집회에는 나바호 지역에서 인디
언 선교를 12년째 하고 계신 한명수 선교사님을 통해 미국 원
주민 인디언을 위한 사역과 이 과정에서 겪었던 선교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도
와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가구가 50%가 될 만큼 미국의 주류
사회와는 철저하게 격리되어 소외된 인디언들의 척박한 현실
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이웃을 지금껏 외면
했던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부로
부터의 격리는 인디언들 스스로 바깥세상과의 차단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다가서는 것조차 거부할
만큼 저항과 무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 속에 다가가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멈
추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금은 나바호 부족으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을 부르는 나바호 이름 중의 하나가 “Yá'át'ééh
Shiyáázh(사랑하는 내 아들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
로 부름을 받아 떠난 인디언 선교사에서 이제는 그들의 아들
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바호 부족의 이웃들은
그를 “좋은 친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말로
친구란 “내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
니, 선교지에서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호칭이 또 있을까요?
나흘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문
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내 아들”
이라고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보내신 목양지에서 주님의 자
녀들을 위한 “좋은 친구”가 되어 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
셨다’고 말입니다. 더불어 일 년에 한 번 만나는 목회자 가족
수양회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딸
이라는 소명을 재확인하고,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는 좋은 친
구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목회자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다른 40년의 여정을 기대하게 되는 까
닭입니다. 언젠가 잊지 못할 기억이 되어 우리 서로의 추억 저
장소를 빼곡하게 채워갈 이야기를 생각하니 벌써 내년의 만
남이 기다려집니다.
■ 글쓴이: 권혁인 목사 | 열린교회, CA

‘2017년 전국지도자훈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에 계신 한인여선교회 회
원들께,
부활의 주님께서 섬기시는 교
회와 가정에 사랑과 평화로 함
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서는 한인여선교회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2017년 전국지도
자훈련’에 전국에 계신 한인여
선교회 회원들을 아래와 같이
초대합니다.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된 전
국지도자 훈련은 올해 23주년
의 청년의 나이가 되었고,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한인여선교
회 회원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아시
아에선 전도부인 선교사역을 미국 여선교회 본부와 함께 실시하여
그분들도 기독여성지도자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
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국에 계신 한인여선교회 회원
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목사님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
각합니다.
올 해에도 2세 Young Women 20명을 초대하여 함께 전국지도
자훈련을 갖고자 합니다. 세대를 넘어서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여
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기 위한 전국지도자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인여선교회를 향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
하는 기독여성 지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어머니와 딸을 함
께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기도하시며 교회의 여선교회 회원들께 권
면해 주셔서 전국에서 많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www.nnkumw.org에서 전국지도자 훈련 안내와 신청서를 다운로
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제: 평화와 여성공동체
 일시: 2017년 9월 28일(목)~10월 1일(주일)
 장소: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참가자격: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 선착순 150명
(1) 1세 한인여선교회 회원 130명
(2) Young Women 20명(18~30세 UMC 소속의 미혼 여학생)
(3) 선착순 등록으로 늦게 신청하시면 몇몇 분은 호텔을 사용하시
게 됩니다.
 등록비: $350(숙박비, 식비, 프로그램비 포함)
 등록 마감일: 2017년 6월 30일
 장학금
(1) 여행경비 장학금: 비행기 요금은 최대 $150까지, 자동차는 마
일리지의 50%까지 훈련을 마친 후에 드립니다. 여행경비 장
학금을 Young Women을 위한 장학금으로 헌금하시면 우리의
2세 여성들을 미래의 여선교회 지도자로 양성하는 데 기여하
게 됩니다.(전국연합회는 501C 기관으로 세금공제가 됩니다.)
(2) 30~40세 이하의 젊은 여성 장학금: 여선교회의 지도자 자질
이 있는 30~40세 이하의 젊은 여성은 등록비 중 $200을 훈
련이 끝난 후 드립니다.
(3) Young Women 장학금: 18~30세 이하의 UMC 소속의 미혼
여성으로 등록비 $350 Free
• Young Women Program은 9월 29일(금)~10월 1일(주일)
에 실시되나 28일(목)부터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을
함께 초청합니다.
 등록하는 방법과 보낼 곳
(1) 신청서와 등록비를 함께 박나미 권사님(전국연합회 회계)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Namy Park
주소: 7709 Phlox Street. Downey, CA 90241
Cell: 562-810-8007 / namy_park@yahoo.com
(2) 등록비 Check는 “NNKUMW”라고 발행해 주세요.(등록하신 분
들에게는 자세한 프로그램 소개와 여행안내를 보내겠습니다.)
 문의: 김명래 총무(914-473-7401 / mrkim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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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척의 전통을 다시 세우는 법
미국 내 감리교도들의 교회 개척에 대한 열정은 잘 알려
한 이야기도 있나요?’라고 묻기도 합니다.”
져 있어서 1800년대 후반에는 그들의 개척업적이 찬양 가
Vizcarra Perez 목사는 교우들이 “나는 전에는 느끼지
사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우리는 하루에 두 개의 교회를
못했던 받아들여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고백할 때
세우네, 여보게, 우리는 하루에 두 개의 교회를 세운다네!
자신이 제자를 양육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모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세! 우리는 하루에 두 개의
고 전한다.
교회를 세우네!”라는 가사의 찬양이 캠프 부흥회와 주일 예
Vizcarra Perez 목사는 지금까지 약 다섯 명의 멤버로
배에서 울려 퍼졌다.
구성된 소그룹을 일곱 개 시작하였다. 각 그룹은 각 가정
교단 지도자들은 오늘날의 연합감리교회도 각처에서 새
이나 식당, 혹은 비영리단체의 사무실에서 적어도 한 달에
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전도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일
한 번씩 만나고 있다. 이 그룹들은 피크닉과 봉사활동 등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총회제자훈련부의 한 부서인 새로운
의 행사를 통해 다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기도 하다.
교회 개척팀(New Church Starts, Path 1)은 교회개척 분
Vizcarra Perez 목사는 모임이 없을 때는 멤버들과 개별적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소재의 Embrace Church의 담임인 Samuel S. Yun 목사와
야를 담당하는 연합감리교회의 연회들의 협력기관으로, 미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만남을 책임 언약의 일부로 본다.
교인들
국 내에 하루에 하나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목표
Vizcarra Perez 목사는 2018년 이전에 정기적 예배를
를 세웠다.
이 교회 임원회 회장인 Fan은 “우리를 보면 5년 전까지만 해 드릴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웨슬리가 초기
Path 1을 이끌고 있는 Bener Baysa Agtarap 목사는 현재 미 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감리교 모임들을 기존에 자리 잡은 영국 국교회의 예배와 연결
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와 관련이 없는 인구의 증가가 연 우리는 교회에 다니기를 간절히 원했으면서도 마땅한 교회를 찾 시킨 것처럼 Vizcarra Perez 목사도 자신의 그룹 참가자들을
합감리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한 혁신가와 개척자로서의 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 없는 Fircrest 연합감리교회와 연결하려 한다.
유산을 되찾기에” 적합한 토양이 된다고 주장한다. Path 1 지도 인생을 상상해 볼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Liz Hirschl은 지난 1월부터 Connexíon의 모임에 참여해 왔
자들은 연합감리교인들이 신앙의 선조들의 개척 정신을 다시 재
현재, 다인종 교회인 Embrace Church에는 특히 젊은 가족 으며, 그때부터 가족과 함께 Fircrest 연합감리교회의 예배에 참
현시키고는 있지만, 오늘날 새로이 개척되는 교회들은 미국 개 들을 중심으로 90여 명이 참석하고 있고 계속 성장하는 중이다. 석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 움트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척의 선봉인 우리 선조들이 세웠던 교회의 모습과는 사뭇 다름 이 교회는 무숙자와 인신매매 피해 청소년들을 구조하는 기관인 되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것이 편하지 않
을 인정한다.
Covenant House California와 동역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캘리 았다고 전한다. “그러나 ‘늑대들과 달리는 여성들’의 모임을 통해
과거의 회중들은 들판의 쉼터에서 만났던 반면 요즘 새로이 포니아 주 Almeda 시에 위치한 Twin Towers United Methodist 제가 엄청난 신앙 체험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그 경험이 삶의
태어나는 신앙 공동체들은 커피숍이나 가정집에서 모인다. 찬양 Church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원천이 되기에 내가 아는 다른 이들도 모두 함께 참여하기를 원
을 부르고 설교를 하던 과거의 패턴과는 달리 요즘 새로운 신앙
교인들이 P. Sam이라고 부르는 윤 목사는 교회 개척 4년 차 하게 되었다”고 그녀는 전한다.
공동체들의 주요 활동은 소그룹 모임과 선교 활동의 참여이다.
경에는 자립교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0년에는 두 번째 개
Agtarap 목사는 평신도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새로운 신앙 공
새로운 교회들은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적 다양 척지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East Bay 소그룹은 지금도 동체들의 사역을 통해 교단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
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격주로 목요일에 모이고 있다.
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북가주의 Bay Area에 있는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이강
Fan과 같이 B.J. Kang도 자라면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힘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원 목사)에 의해 시작된 Embrace Church를 예로 들면 이 교회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Embrace 교회에서 자신이 제자로 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 웨슬리와 그의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
는 소그룹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숙하고 있음을 체험한다.
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준 그 힘이 여전히 우리 가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는 단순히 영어 예배를 추가하는
이 교회의 특별 프로젝트들을 이끄는 Kang은 “Embrace 교 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한다.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Samuel S. Yun 목사에게 회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느
East Bay 소그룹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낌이 듭니다. 교회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즉 하나님의 사
윤 목사는 이 소그룹에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다고 전한다. 그 랑을 온 땅에 전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마다
중 하나는 기존의 전통적인 Asian-American 교회에 출석하지 불완전하게는 이루어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에 매
New Church Starts(Path 1)는 새로운 개척교회의 형태를 세
않고 있는 차세대 Korean-Americans와 다른 젊은 청장년층에 일 노력하게 됩니다”라고 전한다.
가지로 분류한다. 이들 교회 중 몇은 독립된 교회로 발전할
다가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임이 자립하게 되는데 필요한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가 보면, 워싱턴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교회들은 기존 교회의 전도사역으로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들을 이 그룹에 초대하기는 주에는 이제 막 개척된 Connexíon Tacoma라는 또 하나의 연합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단지 몇 년 동안만 존
재할 수도 있다.
아주 쉬웠습니다”라고 윤 목사는 전한다. “우리는 주로 교회에 다 감리교회가 있다. Pacific Northwest 연회 최초의 남미계 여성
 영적인 이웃—소그룹과 기타 다른 형태의 공동체들의 구
니지 않거나 혹은 그만 다니는 잠재적인 교인들에게 다가가 그들 정회원 목사인 Abigail Vizcarra Perez 목사는 지속해서 자라나
성원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필요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보다 낫다’는 것에 고 있는 소그룹들을 연결하여 지난 10월에는 Connexíon 교회
하지는 않지만 연합감리교인들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를 개척하였다.
공감하는지 물어보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삶을 살아간다.
새로운 제자들에게 다가가려는 그녀의 아이디어는 다소 오
이 모임의 초기 행사 중 하나는 어느 술집에서의 모임이었는
 신앙 공동체—이러한 공동체들은 의도적인 제자 공동체의
데 약 60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 이 그룹은 성서를 연구하고 각종 래된 개념인 요한 웨슬리의 밴드 미팅과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념인 여성 독서 모임을 조합하여 창출되었다. 교회의 명칭 또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매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제자를 삼고 그리스도인들의 친교를 즐기는 다양한 모습의
많은 기도의 시간과 논의 끝에 윤 목사와 East Bay group의 connection이란 단어에 강세부호를 더한 웨슬리식 스펠링을 사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들은 전통적이지 않은 목회의 현
장과 기존에 설립된 교회의 지교회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멤버들은 2015년 7월에 공식적으로 Embrace Church를 시작하 용하여, Connexíon이라는 이름을 써서 다인종의 성격을 표현
였다. 교회의 명칭은 하박국서에 나온 히브리어로 “포용”이라는 하였다.
 개척교회—그룹이 공식적으로 연합감리교회로 조직되어
새로운 교회의 명칭, 총회재무행정협의회의 회원번호와
Vizcarra Perez 목사는 Clarissa Pinkola-Estés의 책인 “늑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로이 개척된 교회의 담임인 윤 목사는 하박
다른 연합감리교회의 지체들과 언약을 맺어 선교의 자원
국 2장 2절 말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대들과 함께 달리는 여성들”을 본문으로 삼아 여성들에게 자신
을 공유하고 지역 감독의 파송 목회자를 받을 수도 있게
삶의 이야기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초대한다. 그녀는 궁극적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에서 연감을 받았다.
된다.
전혀 교회를 접해보지 않았던 Emily Fan은 East Bay 소그룹 로 이 모임에서 얘기되는 모든 대화는 다시 성서로 돌아와 성서
새 교회 개척에 관한 연합감리교회의 전략에 관한 “미국 내
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에서 만난다는 소식을 알고 이 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여성들의 삶과 이어지는지 연결하게 된다
연합감리교회의 개척 현황”(The State of United Methodist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그룹에서 자신을 환영했던 고 전한다.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전략은 우선 관계를 맺는 겁
Church Planting in the United States)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그 모습의 Embrace Church가 세상에 알려지길 원한다. Fan과 니다. 참석하는 분들에게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
Embrace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기들을 통해 성서와 대화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불가
지론자라고 밝혔던 여성들조차도 ‘성서에 젖 떼는 아기들에 대 ■ 글쓴이: Heather Hahn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상상해 본 적도 없다고 전한다.

새로운 개척교회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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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선교 훈련

행사일정
Event Calendar

“목사님 저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교회 성도로부터 이런 결심을
들었을 때 목회자로서 반가운 마음과 난감한 마음이 동시에 들지 않으신가요?
훈련되지 않은 아군은 적군보다 위험하다는 말이 있듯이 선교에 대한 헌신은
감사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헌신은 덕이 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평신도로서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열정을 담아낼 마땅한 채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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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GM(총회세계선교부)에서는 평신도들의 고귀한 헌신을 훈련하여 열매 맺는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평신도 선교사 학교 한국어 과정을 통하여 5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 Paul 신학대학원 한국어 강좌
7월 31일~8월 4일
Leawood, KS

1. GBGM의 세계적인 선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연합감리교회에서 인정하는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3. GBGM의 선교에 관한 오랜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통하여 축적된
선교에 대한 기본적 필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선교학교 이수 후 GBGM에서 인정하는 Certificate를 받게 되며
GBGM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검증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과
실제적인 선교사역의 매칭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불필요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선교의 경험과 비전을 검증 및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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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평신도 선교사 학교에 참가하시는 연령과
직업분포도 다양합니다. 대학생에서부터 은퇴자까지, 가정주부에서 제빵사,
청소부, 바느질부터 간호사, 의사까지 다양합니다.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지의 요청에 따라 파견됩니다.
3박 4일간의 선교학교에서 다음의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예배 및 선교 신학
GBGM 미션
성경공부
문화와 선교
평신도선교사 과정 사명 배치 및 보험과 선교기금 어카운트 설립
Personal Boundaries
Child Protection
Health and Safety
평신도 선교사 실제에 관한 Q&A

주관: GBGM 총회세계선교부
후원: KUMC 선교부
일시: 2017년 10월 25~28일
장소: 체리힐제일교회(NJ)
등록비: $50(통학자), $200(호텔 숙박)
신청 및 문의: 김호진 목사(Rev. Andrew Kim)
206-858-3930
andrewkim0806@gmail.com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박대성

•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 다음세대  오전 11시 30분
• 청년부  오후 1시 30분
• 찬양기도회  (금) 오후 8시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시
2875 Bethany Lane, Ellicott City, MD 21042
410-979-0691  •  www.bethanykumc.org

2017~2019 제4기 목회자 학교
9월 25~29일
장소 미정
한인여선교회 전국지도자 훈련
9월 28일~10월 1일
Nashville, TN
PIM
10월 2~5일
장소 미정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은 위대한 삶입니다.
Living a good life is an important mission. But living a mission is an excellent life.
여러분을 위대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타인종목회자협의회 연차대회
8월 7~10일
Chicago, IL

 강사진(Speakers)
신경림 목사-웨슬리신학대 부총장
쥬디 정 목사-총회세계선교부 부총무
Una Jones-평신도선교부 총무
이승우 목사-워싱턴감리교회 담임
백승린 목사-템파연합감리교회 담임
김호진 목사-MV 한국어과정 컨설트
유혁재 목사-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평신도 선교 훈련
10월 25~28일
체리힐제일교회, NJ
2017 청년학생선교대회/ 2030 Conference
11월 22~25일
Chicago, IL

매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우리감리교회

한명훈

담임목사

• 주일예배  오후 1시(Trinity United Methodist Church)
• 수요 속회모임  각 속회가 매주 정한 장소
• 토요 찬양예배  (둘째/넷째 주) 저녁 7시

1123 Vilas Avenue, Madison, WI 53715
973-525-9584  •  www.makoch.org

김동현

• 주일 장년예배  오전 11시
• 화요 찬양예배  오후 8시
• 수요예배  오후 8시
•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 토요 행복친교 모임  오전 7시 30분
42-33 162nd Street Basement, Flushing, NY 11358
347-935-9348  •  www.nywoori.org

섬기는사람들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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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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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mc@umcom.org

편집국장: 이승필 목사 | jlee@umco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