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y Connected!” UMC 안수 후보
자 정보공유 및 멘토링 프로그램

타인종 목회로의 부르심
Cross-Racial/Cross-Cultural Appointment

‘A를 부르는 기적의 삼각김밥’
이야기

2

4

6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JUNE 2015
Volume 18 • Number 6

KoreanUMC.org

2015
한인목회자
정보 업데이트

연합감리교회 공보부는 전체 한
인목회자의 정보를 업데이트하
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
인목회자 중 새로운 파송을 받
으셨거나 개인정보의 변동이 있
으신 목회자께서는 새로운 정보
를 KUMC@umcom.org로 이메
일 주시거나 615-742-57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보의 업데
이트를 통해 교단의 정보나 기
타 리소스를 신속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5 전국지도자대회

“교회가 소망입니다”
2015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지
도자대회(이하 전지대)가 5월 22일부
터 25일까지 밸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 CA)에서 개최되었다. 파트너교
회연합회와 총회제자훈련부가 주최하
고 한인목회강화협의회와 총회고등교
육부 등이 후원하며 밸리연합감리교회
가 주관한 이번 전지대에는 120여 명
의 등록자를 포함하여 총 200여 명이
참석하여 소그룹 모임, 각종 세미나, 그
리고 예배와 주제 강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 배움의 시간을 가
졌다. “Re+Member!”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지대는 초대의 글에 나온 “하나
님의 꿈을 다시 살려내는(re+vive) 예
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 다시 한몸이 되자는 회개(re+pent)”,
“한발 물러섬을 통해 오히려 한발 다가
서는(re+approach)” 소망의 교회를 만
들어 가기 위한 에너지로 가득 찬 알찬
대회였다.
먼저...
참 밝았다. 그것은 단순히 로스앤젤
레스의 청명한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
다. 손님들을 맞는 엷은 홍색의 셔츠를
입은 교인들의 표정이나, 교회의 세심
한 장식 등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밝음
이 참석자들을 기분 또한 밝게 만들었
다. 오랜 기간의 준비로 피곤할 수도 있
는데,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많은
사람을 챙기고 접대하느라 분주했음에
도, 교인들의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이번 전지대의 총무를
맡은 최미란 권사를 중심으로 밸리연
합감리교회 스텝들은 재빠른 소통과

협조로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노력하
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일반적으
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자칫 딱딱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2015 전지대
는 “오늘날의 교회가 모두 이렇게 밝았
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밝게 시작
되고 있었다.
소그룹 모임
전지대 프로그램의 중심은 바로 소
그룹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등록한 참
석자들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매일
진행되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가진다. 이 소그룹 모임
은 각 전지대의 주제를 중심으로 주체
교회에서 준비한 소그룹 교재를 이용
해 진행되며, 특별히 교육받은 주체교
회 리더들의 인도로 진행된다. 이번 전
지대에서도 첫날 저녁 식사 시간부터
소그룹별로 모여 서로 소개하는 시간
과 친교를 갖고, 식사 후 바로 소그룹
모임으로 들어가는 등 적극적이며 진지
한 소그룹 활동이 진행되었다. 목회자
들만의 소그룹 모임을 했던 과거 전지
대와는 다르게, 이번 전지대에서는 목
회자들도 각 소그룹의 일원이 되어 각

교회에서 온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했다. 소그룹 모임에 참
석했던 목회자들은 참석자들 모두가
진지하게 모임에 임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평
신도들도 목회자와 함께 교회가 당면
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어 더 좋은 소그룹 모임이
었다는 의견이었다.

연합감리교회, FL)도 자신의 경험들을
나누며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교회
의 모습을 바로 세우는 리더들이 되자
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주제강연에
서 류재덕 목사는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보석 같은 참 소망을 다시 발굴해 내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참 예배나 말씀
에 바탕을 두는 제자교육에 힘써 “한몸
된 교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주제강연과 예배
두 번의 주제강연과 매일 저녁의 예
배는 이번 전지대의 주제에 대한 명확
한 설명과 함께 참석자들이 함께 도전
을 받는 시간이었다. 첫날 개회예배 설
교에서 박정찬 감독은 “교회가 제자리
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주님의 자리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고 진지하
게 묻고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remember’의 과제
가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최우
선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두 번의 연합예배에서
설교한 이철구 목사(남부플로리다한인

워크숍과 성경공부
이번 전지대에서도 다양하고 실질
적인 주제의 워크숍과 성경공부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이번에
열린 워크숍으로는, 교회에 대한 정의
와 기본기를 다룬 “중/소형 교회의 기
본기”(한동수 목사, 한미연합감리교
회, CO), 이민교회의 상처와 치유를
다룬 “치유를 위한 리더십”(도상원 목
사, 갈보리연합감리교회, NJ), 의도적
이며 전략적인 교회 내외의 소통을 다
룬 “개체교회를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
이션”(이승필 목사, 연합감리교회공보
부, TN), 교회의 영적 지도력의 필요
성과 접근에 대해 다룬 “현대 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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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Connected!ˮ
UMC 안수 후보자 정보공유 및 멘토링 프로그램
가한나 전도사 |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CA
UMC 신학대학원재학 안수 후보
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지난 5월 18
일부터 20일까지 시카고 인근 Four
Points by Sheraton Chicago O’Hare
(Schiller Park, IL)에서 열렸다. 총회
고등교육사역부(GBHEM)와 총회세계
선교부/한인목회강화협의회(Global
Ministries/Korean Ministry Plan)에
서 공동 주관한 이번 모임은 ‘오병이
어’라는 성서적에 따른 주제를 가지
고 안수 후보자들의 정보공유 및 멘
토링을 위해 진행되었다. 시작하는
예배에서 김한성 목사는 ‘오병이어’
라는 주제를 빵에 대한 이야기가 아
닌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해
석하며,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이 “어
떻게 하면 안수를 좀 더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에 있는 것이 아니
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음
을 강조했다.
장학순 목사는 이 행사를 공동 주
관한 여러 기관을 대표하여 안수 후
보자들이 ① 정확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고, ② 한인 목회, 타인종 목
회, 기관 혹은 연장사역(extension
ministry)이나 선교사역 등 다양한
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역에 대
한 파송절차의 원리와 실제를 익히
고, ③ 지속적인 연대적 관계를 통
해 정보공유와 교제뿐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동
역자 관계 형성이 유
지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준비한
이들의 목적은 각 시
간을 통해 하나씩 이
루어져 갔다. 전국 각
처에서 온 24명의 안
수 후보자들은 매끼
함께 마주하는 식탁
교제를 통해 서먹함의
겉꺼풀을 벗겨나갔고,
각자의 속내를 풀어냄
으로 남이 아닌 이해와 공감으로 함
께 손잡고 가야 할 동역자라는 인식
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다양하게 제공된 여러 세션도 같
은 맥락에서 안수 후보자들의 소명
을 확증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
의 장이 되었다. Meg Lassiat 목사는
‘안수 과정과 멘토링’이라는 첫 세션
을 통해 안수 과정을 산악자전거 타
기에 비유하며, 과정 자체에 대해 두
렵고 떨리는 마음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재미와 흥분을 새롭게 발견해
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희로
목사는 연합감리교회의 구조에 대
한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려 주었으
며, 장학순 목사는 이를 바탕으로 한
인목회강화협의회가 동역하는 연대
기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연합감리
교회라는 큰 틀에서 한인연합감리

교회의 연계적 협력관계(The UMC
ConneXion)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를 도왔다.
또한, 현직목회자들이 직접 들려
주는 타인종 목회(김옥연 목사), 한
인 목회(황헌영 목사), 연장사역과
선교사역(김한성 목사)에 대한 실
제적인 소개를 통해 안수 후보자들
이 겪게 될 다양한 목회사역에 대해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소
중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세션에서
박영미 감리사는 파송의 절차와 과
정은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으
로 이 절차는 기도와 협의의 시간이
라고 표현하며 파송에 대한 안수 후
보자들의 관점과 지평을 넓혀주었
다. 마치는 예배에서 박희로 목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만큼 자
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수 후보자들에게 “be
confident, relational, and prepared
to reach out in your relationship”
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후보자를 격
려했다.
프로그램 참가자 대부분은 신학
대학원 교육을 통해 연합감리교회
의 교리와 역사와 장정 등에 대한 기
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고, 지방
회나 연회의 안수 절차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로그램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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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들에게 주는 의미
는 특별하다. 우선 안
수 과정에 대한 참가
자들 각자의 단편적
인 정보의 조각들이
멘토들의 정확한 정
보 및 경험과 어우러
져 큰 그림으로 맞추
어졌고, 그 큰 그림을
통해 시대적인 요구에
끊임없이 대처하고 조
율할 수 있는 유연함
의 자세를 배울 수 있
었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은 연합감
리교회라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한인’ 연합감리교회라는 특수한 정

황에 맞게 소개된 프로그램으로 한
인 안수 후보자들에게 최적화된 시
각과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현시
대와 상황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프
로그램이 되었다. 나아가 현직 목
회자들의 멘토링을 통해 안수 과정
에 대한 단순한 오리엔테이션을 넘
어 참가자들 각자의 소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
교적 사명을 분별하는 소중한 여정
이 되었다. 함께 참여한 안수 후보
자나 멘토들 모두 이번 모임의 시
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 지속적
인 서로의 후원자요 중보자로서 각
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희
망해 본다.

Nexus Conference 2015
in San Diego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차세대(NEXUS)사역, 어린이 캠프(CMI)와 청소년 컨퍼런스(YI/CI)가
8월 5일 ~ 8일까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
은 참여 바랍니다.
“ALL IN THE CALL”
Aug. 5 ~ 8th 2015
University of San Diego, CA
어린이 사역(CMI) 정보는 www.cmikumc.org 청소년/대학생(YI/CI)사역 정보
는 www.yiconference.org, 차세대(NEXUS)사역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nexusministry.org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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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남 씨 ‘공금횡령 사건’ 에 대한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입장

한인여선교회
전국 지도자 훈련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는 총회제자국(General Board of Discipleship, 이하 GBOD) 직원이었던, 최성남 씨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GBOD 조사결과
발표문(March 19, 2015)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먼저 최성남 씨가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횡령사건 후 그가 이미 자진해서 연합감리교
감독에게 목사 자격을 반납했기 때문이다.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 한인총회의 입장을 개진하게 된 배경을
밝힌다.
 이 사건은 명백한 공금 ‘횡령’임에도 불구하고, GBOD는 마치 최씨가 자금을 ‘전용’(misuse)한 것처럼 조
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횡령이라는 범죄사실을 축소/은폐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최씨는 GBOD 발표를 근거 삼아 공금횡령이 아니라 단지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을 뿐, 자신이 오히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변명하고 있다. 주님의 교회와 언론 앞에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부각려는 최씨의 시도
를 이제 더는 간과할 수 없다.
 더군다나 최씨는 자신이 주도면밀하게 자행한 공금횡령 범죄에 대해서 일체의 반성이나 개전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씨의 이런 태도는 지난 몇 년 동안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시름 해오던 뉴저지 연합교회 성도들의 가슴
에 또다시 생채기를 내고 있다.
이에 한인총회는 최성남 씨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며, GBOD에 아래
두 가지 사항을 요청한다.

 주제: 선교하는 여성들
 일시: 2015년 9월 24일(목)~27일(주일)
 장소: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참가자격: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 선착순 130명
① Young Women 20명(고등학교 이상의 UMC 소속의 여학생)
② 선착순 등록이므로 빨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비: $300(숙박비, 식비, 프로그램비 포함)
 등록 마감일: 2015년 6월 30일
 장학금
① 여행경비 장학금: 비행기 요금(혹은 자동차)의 50%, 또는 최대 $150

 한인총회 안에는 최성남 씨가 공금횡령을 위해 거짓으로 자금신청 서류를 조작하고, 본인도 모르는 사
이에 서명마저 도용 당한 여러 회원들(KAUMC)이 있다. 한인총회는 GBOD에 최씨의 범죄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forensic audit)와 함께 구체적인 공금횡령의 사례들을 가감 없이 모두 공개할 것을 요
청한다.
 한인총회는 GBOD 조사 발표문에 사용된 동사들에 주목한다. GBOD가 사용한 misuse, mishandle 또
는 divert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완전히 비껴간 것이다. 한인총회는 최씨가 더는 자신이 자금 전용에 의
한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칠 수 없도록 본 사건의 핵심이 ‘공금횡령’임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

까지, 훈련이 끝난 후에 드립니다.
② 여행경비 장학금을 Young Women을 위한 장학금으로 헌금하시면 우
리의 2세 여성들을 미래의 여선교회 지도자로 양성할 수 있는데 이바
지하시게 됩니다.(세금공제 됩니다.)
③ 40세 이하 젊은 여성 장학금: 여선교회의 지도자 자질이 있는 40세
이하의 젊은 여성, 등록비 중 $200을 훈련이 끝난 후 돌려드립니다.
④ 어머니와 딸을 함께 초청합니다. Young Women은 등록비를 장학금
으로 드립니다.

한인총회는 GBOD 조사 발표문을 오용하고 있는 최씨가 수많은 성도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
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씨는 자신이 저지른 공금횡령 죄에 대해 조금의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최성남 씨 ‘공금횡령 사건’으로 인해 뉴저지 지역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있는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고통 당하고 있다.
한인총회는 이 사건을 단순히 GBOD 내부문제, 또는 최씨가 잠시 몸담고 있었던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아픔으로만 보지 않는다. 한인총회는 향후 이 사건의 추이를 주목하며, 정의가 물 같이, 공의가 강 같이 흐
르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인총회는 또한 최성남 씨가 추진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로의 이적과 관련, 최씨는 GBOD 제직
시 저지른 비리가 밝혀지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진해서 대뉴저지연회에 목사 자격을 반납하였으므로 다
른 어느 교단으로도 이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밝힌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곳, 진정한 뉘우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죄사함, 은혜의 역사가 빛을 발함
을 우리는 믿는다.
2015년 5월5일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총회장 이성현 목사

 등록하는 방법과 보낼 곳
① 우편으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와 등록비를 김경숙 권사님에게 보
내주세요.
Kungsook Kim
75 Winter Lane
Hicksville, NY 11801
(516) 520-0146(Home),(516) 643-1855(Cell)
kyungkim213@gmail.com
② 등록비 check는 payable to “NNKUMW”
(등록하신 분들에게 자세한 프로그램 소개와 여행안내를 보내겠습
니다.)
 문의: 김명래 총무 (914) 473-7401, mrkim81@gmail.com
 참조로 www.nnkumw.org에 들어가면 전국지도자훈련 안내와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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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종 목회

June 2015

타인종 목회로의 부르심
Cross-Racial/Cross-Cultural Appointment
한승리 목사 | Houlton UMC, ME
사역환경
2012년 7월 1일, 두려움 반, 설렘 반 첫 파송
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인 회중이 99.9%를 차
지하였던 DUMC,(MA)로의 타인종 목회 파송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 한국인 담임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경
험, 타인종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하여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만약 우리 교회로 파송되면
우리 가정은 교회를 떠날 것이다.” “영어구사능
력이 부족하다” 등의 항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신의 사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
라는 풍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크
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리사님의 중재로 인하
여 6개월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가
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 2년이 지난 2014년 7월 1일, 캐나다 국
경과 근접해 있는 Houlton UMC, ME(Fulltime)과 Hodgdon UMC(Coordinating Pastor) 두 교회로의 두 번째 파송이 이루어졌습
니다. 인수인계 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
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역환경이 전혀 달랐습
니다. 첫 번째 사역지의 인구는 약 6천 명 정
도에 비슷한 규모의 교회가 5개 있었던 반면,
두 번째 사역지에는 비슷한 인구규모에 교회
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대형 교회가 세 군데 있었
고, 제가 파송 받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속하
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 마음
속에 “작은 교회 콤플렉스”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
상가상으로, 춥고 긴 겨울 지
나면서 이루어진 5번의 장례
는 교회 사역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재
정적으로는 교회가 더는 풀
타임 사역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
다. 분명 위기였습니다. 그때
부터 틈만 나면, 교회 리더들
과 함께 교회에 대한 진지하
고도 근본적인 질문들을 서
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것이 계기가 되어, 2015년 2월부터는 매달
“Vision Saturday”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비전
과 방향을 함께 나누는 비전 모임이 탄생하
게 되었습니다.
세대 통합적 사역
비전모임을 하면서 “작은 교회의 정체성”
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수차례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본 교회가 추구해
야 할 정체성은 “가족교회”라는데 마음이 모
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족을 경
험할 수 있는 “가족공동체” 비전모임을 하면
서 오히려 작은 교회이기에 더욱 탁월하게 수
행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세대 통합적인 사
역이었습니다. 특히 주일예배
순서에 각 세대가 골고루 참여
할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
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어린
이들이 예배찬양을 인도하고,
중, 고등부 지체가 사회를 보
며, 중, 고등부 중창단과 어른
성가대가 연합으로 특송을 하
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
지만,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나도 예배자”라
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고, 어른들은 “새로
운 생기와 에너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주일학교와 장년부 연합으로
일대일 멘토링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
고 있습니다.
특수사역
작은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사
역은 바로 “특수사역”입니다. Houlton UMC
에는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정신지체장애우
가 6명 정도 됩니다. 나이도 장애 정도도 각
각 다르지만, 각자의 은사에 따라 열심히 교
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성

가대에서 활동하는 장애우도 있고, 봉헌위원
으로 섬기는 장애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
이 성가대에 서기 위해서는 성가대장과 주중
에 따로 만나 연습을 해야 합니다. 봉헌위원
을 하기 위해서도 먼저 리허설을 하고, 실제
봉헌시간에도 옆에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
다. 라이드도 해드려야 합니다. 더 많은 수고

와 헌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섬기는 사
람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 모두 이 과정 속에서
가족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작년 여름의 경우,
장애우성도들을 위하여 별도로 “Special VBS”
를 개최했는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올해
도 마음이 있는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제2회
Special VBS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사역공동체와의 연대사역
작은 교회는 지역공동체, 특히 지역사회
의 사역공동체들과 함께 연대사역을 통하여
확장된 가족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의 경우 여러 가지 좋은 사역들을 새
롭게 만들고 주도해 나갑니다. 반면, 작은 교
회는 그럴만한 자원도 여력도 없습니다. 대
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훌륭한 사역공
동체와 연합하여 함께 사
역할 수 있습니다. Houlton UMC의 경우, “Hope &
Justice Project” 사역을 후
원하며 가정 내 폭력 피해
자를 돕는 사역에 참여합니
다. 또한 “Pregnancy Care
Center”(PCC) 사역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과 어린
이를 돕는 사역에 동참합니
다. 단순히 재정적인 후원
을 할 뿐만이 아니라, 관계
를 형성하고 한가족이 되기
위하여 그분들이 주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에도 함께 참여하
고 있습니다. 실례로 사순절 기간에는 교회적
으로 날마다 PCC 사역을 위해 중보하며 젖병
에 기부금을 모으는 “Baby Bottle Challenge”
에 시행했었고, 최근 5월에는 “Walk 4 Life” 지

역행사에 적극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역
공동체와도 한가족이 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기쁨!
타인종 목회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 복
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말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 타인종
들이 함께 가족이 되고 형제자매
가 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일입
니다. 분명 타인종 목회는 여러 면
에서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타인종 목회 사역지는
작은 교회입니다. 두 교회 이상을
섬겨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
때로 연로하신 분들, 편찮으신 분
들, 그리고 유가족들을 돌보는 사
역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한, 많은 경우에 언어와 문화 장벽
의 이중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도 매주 설교준비는 산고의 고통과
도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모든 문
제를 덮고도 남을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교회식구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고 성장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산의 기쁨을 얻습니다.
타인종 목회를 하면서 ‘나는 너무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많습
니다. 그럴 때마다 헨리 나우웬의 글을 묵상
합니다. “목회란 고통과 기쁨 그리고 절망과
희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
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목
회자의 본분은 답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

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
실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와 격려가 됩
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도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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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Fontes: 본질을 일깨워준 한인신학생 멘토링 컨퍼런스ˮ
황선웅 전도사 | 내쉬빌한인교회,TN

2015년 5월 18일, 시카고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
했던 연합감리교회 내의 한인신학생
들은 그 바람만큼이나 차가운 마음
으로 또 무거운 마음으로 만났습니
다. 한마디로 한다면 젊지 못한 마음
이었습니다.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언
어가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 이민자
로서 이민 지위(Immigration Status)
를 바꾸어 가는 모든 과정뿐만 아니
라 연합감리교회의 까다롭고 복잡한
안수 과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상황을 더 힘들
게 만들었던 두 가지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소연할 곳도 또 정확한 정
보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로서 제가 프로그램에 기대
했던 것은 물론, 정확하고 자세한(많
은)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건
대, 더 정확한 정보는 저를 더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제 마
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야 저는 제
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
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정보 이전에 올바른 방향이었고, 무언
가를 아는 누구(기관)를 만나는 것 이
전에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되
새기게 해 주는 멘토를 만나는 것이었
습니다. 이 부족한 글을 통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받은 위로와 격
려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
해서 믿음으로 이 길을 먼
저 걸었던 멘토들을 만났습
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걸어
간 발자취를 통해서 제 길
의 이정표를 보았습니다. 그
분들은 이민자들에 대한 태
도가 지금보다 더 곱지 않았
을 때 자신을 이민자라 정의
하지 않고 목회자요, 하나님
의 일꾼으로 정의했던 분들이었습니
다. 어느 환경에 주어지든지 상황을
보기보다 사명을 바라보았던 분들이
었습니다. 목사 안수 과정에 대한 세
세한 정보가 온라인에 없었던 그 시
절에도, 해치워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안수 과정을 생각했던 분들
이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박영미 목
사님의 파송과정(Appointment Process), 그리고 김옥연 목사님의 타인종
목회(Cross-racial & Cross-cultural
Appointment)에 관한 강의입니다. 박
영미 목사님의 강의는 제가 “합격해야
만 하는 시험” 혹은 “넘어가야만 하는
산”으로 생각하고 있던 파송과정의 본
질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파송은
연합감리교회가 개체 교회와 그 교회
가 속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목회자를
보내는 거룩한 과정이며, 교회의 치리
가 실현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였습

2015 전국지도자대회 “교회가 소망입니다” 1페이지에 이어서 ▶

서의 영적 지도”(이용윤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사무국 총무), 여성의 역할과 여선교회 사역에 관
한 “여성과 사역”(김명래 전도사, 한인여선교회 전
국연합회 총무), 교회
개척의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 “교회개척, 이
젠 바뀔 때입니다”(이
영성 목사, LA복음연
합감리교회, CA), 이
민 한인 각 세대의 소
통과 공간을 위한 “미
래, 함께 크는 패밀리
사역”(이성산 목사, 밸
리연합감리교회 EM
목사, CA), 성경통독에 관해 배운 “기본기? 성경
통독에 있습니다”(조기현 전도사, 밸리연합감리교
회 전도사, CA), 제자훈련과 양육 프로그램에 관
한 “사람을 세우는 토탈 목회”(이동규 목사, 밸리연
합감리교회 부목사, CA) 등이 있다. 총회제자훈
련부 김광기 목사는 워크숍이나 다른 교육에 대

니다. 교리와 장정(Polity & Practice)
수업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었지만 안
수 과정 중에 있는 처지인지라, 파송의
의미나 정신보다는 파송에 필요한 요
구조건, 제출서류 등에만 정신이 팔려
있던 저였습니다. 요구조건과 서류들
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만 몰두
해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얼마나 마음
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자연히 저 스
스로 경력이나 자격조건 완전히 함몰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 안수 과정의 주인
이 나였고,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파
송 여부가 결정된다는 착각 속에 빠
져 있었습니다. 파송의 본질을 설명하
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다시금 저
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
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의 주인은 하
나님이시고, 저를 부르신 그분께서, 저
를 준비시키시고, 저를 보내시리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잘 나서 혹은 목사다
운 어떠한 점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

해 참여자들의 평가가 사실적으로 나오기 때문
에 준비하는 리더나 목회자에게 철저한 준비를 부
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전지대도 다양하
고 유익한 워크숍들이 준비 제공되었다고 평가하
며 앞으로도 보다 실질적인 워크숍을 준비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토
요일과 월요일 아침
에는 강원근 목사(뉴
욕감리교회, NY)와 이
진희 목사(웨슬리연합
감리교회, TX)가 인도
한 성경공부의 시간도
있었다. 강원근 목사
는 에베소서 4장을 중
심으로 교회의 본질과
신앙에 대해 강의하였
고, 이진희 목사는 시편 23편을 보다 실질적인 맥락
으로 재조명해 보는 내용의 성경공부를 이끌었다.
앞으로...
임원진의 공석에 따른 논의를 위해 모인 파트
너교회연합회 모임에서 새 임원진이 선임되었다.

닌 것처럼, 저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라는 확신
이 제 마음속에 다시 살아났
습니다. 그리고 파송과정을
그저 잘 넘어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이 파송과정
속에서 다시금 제 소명을 확
인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
시는 일이 이 체계 안에서 파송을 통
해 나타나게 해 달라고 제 기도가 바
뀌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타인종 목회에 관한 김옥연 목사
님의 강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
게 자신감과 새로운 통찰들을 불어넣
어 주었습니다. 한인 교회에서만 사역
한 탓에 미국 교회는 여전히 제게 미
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경
험 없음에서 오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제 마음 한편에 늘 있었습니다. 언어
와 문화 차이 또 소수인종이라는 열등
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리
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랄까요. 김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하
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교인들은
영어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목회자
가 필요한 거다. 우리가 아무리 영어
를 잘한다 한들, 그분들의 귀에는 여
전히 외국인이 구사하는 영어다. 오히
려 우리의 역할은 목회적 돌봄을 제공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인들

새 회장에는 고한승 목사(체리힐제
일교회)가 추대되었고, 부회장에는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총
무 강원근 목사(뉴욕감리교회), 회
계 황헌영 목사(남부시카고한인연
합감리교회), 서기 이용연 목사(미드
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 등이 각
각 선임되었다. 그리고 내년 전지대
를 주최할 교회에 대한 논의가 있었
으나 확정을 하지 못하고 차후에 결
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전지대 준비위원장 이상덕 장로는 “연
합감리교회의 중요한 행사를(저희 교회가) 치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모두
가 힘을 합하고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시고 인도
하셔서 가능했습니다. 잘 협조해 주신 여러 교
우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감
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지대 마지막 날인 월요일,
피곤함이 역력하지만 얼굴의 환한 미소는 여전
히 잃지 않은 류재덕 목사는 “이 전국지도자대
회를 치르면서 교우들이 소망으로 목표를 가지
고 함께 섬기는 모습에 힘이 납니다. 또한, 이것

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계속 영어
를 익히고 발전시켜야겠지만, 언어 장
벽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를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래서 겸손함과 자신감을 동시에 가져
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워주신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소명에
바탕을 둔 정확한 자기 이해(identity)
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느 곳
에 파송 받든지 목회자로서 기능해야
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당부였습니다.
결국,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는
다시 본질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특
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감리교
안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또한 나는 누구인
지에 대해서 다시 되새긴 귀한 시간이
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연합감
리교회의 안수 과정은 그 은혜를 모방
하여 파송제에 기반해 있고, 저는 교
회가 저를 파송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의 사명 ― 특별히 안수 받은 목회자
로서의 사명 ― 을 감당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우리 모두가, 앞
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다음 세대를 섬길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인목회강화협의
회에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가능하게
한 감리교 커넥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을 통해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
감리교회 안에서 동역자로 함께 간다는 것을 확
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욱 중요하
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길들을 보게 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전지대는 예년에 비해 개체교회에 필요
한 실질적인 접근과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평가
이다.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지대는 이번
이 15차 대회였다.
이승필 목사 |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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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부르는 기적의 삼각김밥’
이야기

2015-2017
제3기 목회자 학교
참가자 모집

한명훈 목사 |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 WI
“목사님, 기말에 삼각김밥 한번 팔아 볼까
요?”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
회가 개척되어 첫 예배를 드린 지 두 달쯤 지났을
때 속회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면 도서관에 한국학생들 많거든요. 삼각김
밥으로 밥도 먹이고, 교회도 알리고 또 그 돈으로
좋은 일도 하면 어때요? 그거 만들기도 별로 어렵
지 않아요.” 그렇지않아도, 한 달 전 한인목회강화
협의회에서 주관한 개척사역자 아카데미에서 배
운 것이 자꾸 떠오르던 참이었습니다. ‘새롭게 시
작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Missional Church
로서의 DNA를 가져야 한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제 막 시작된, 그것도 대부분 유학생들로 이루어
진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DNA를 만들어갈 수 있
을까? 고민하던 중에 함께 생각해낸 “삼각김밥”이
었습니다. 처음엔 한 100개 정도 만들 생각이었습
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350개가 넘게 주문이 들
어왔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모두 Imagine No Malaria Fund로 보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UWMadison의 새로운 학생을 만날 때면 종종 이런
인사를 들었습니다. ‘아, 김밥 팔던 목사님이시죠?’
유학생들은 교회에 밥 먹으러 온다고요?!
그렇게 시작한 ‘A를 부르는 기적의 삼각김밥’
이 이번 학기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5월
10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지하 식당에 열댓 명
의 청년들이 남았습니다. 자기들도 시험 기간이
지만, 친구들에게 ‘좋은 일 하는 김밥’을 만들어 팔
려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예배 인원이 보통 30명
쯤 되는 작은 새 교회이기에, 그 정도면 일할 수 있
는 사람들은 다 모인 듯합니다.
‘이건 속이 너무 많다.’, ‘너무 꽉 누르지 마라’,
‘이건 네가 사라!’ 격론(?)을 거듭하며 즐겁게 삼
각김밥을 만듭니다. 이날 주문량은 380개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 총 550개의 삼각김밥을 만
들어 팔았습니다. 홍보와 배달/판매까지 생각하
면 교회의 모든 멤버가 이 일에 동참한 셈입니다.
삼각김밥 판매사역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각김밥 만드는 일
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참치마요와 고추
장 소고기볶음, 두 가지 메뉴를 준비하였는데 ―
한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메뉴 두 가지라고 합
니다 ― 속이 준비되어 있다면 삼각김밥 김을 깔
고, 틀에 넣고 누르고 싸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아
이들이 언니 오빠에게 하나씩 떼어주는 테이프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학생 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밥
하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 밥을 참 맛
있게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날 최선을 다해 삼각
김밥을 만드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
이 들었습니다. ‘이제껏 교회에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무얼 할지 몰라서 그냥 밥만
먹고 돌아간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그리고 행복
하게 주를 위해 일하는 이들의 모습이 마치 이제
껏 ‘의미 있게 수고할 수 있는 일’을 기다려 온 듯
합니다.
그날, 생각보다 일이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한 청년을 도서관에 내려주는데 이런 말을 합니
다. ‘목사님, 저 내일 아침에 시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좀 일찍 가서 공부하지 그랬어요?’
핀잔하듯 물었지요.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
요. 마음이 좋아서 공부도 더 잘되겠어요.’ 그 날
시험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삼각김밥, 교회와 이웃의 다리가 되다.
삼각김밥의 주문은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와
연결된 구글 Docs로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도 구글 Docs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였고
요. 구글 Docs에는 메뉴와 수량, pick up 날짜를
기재함과 동시에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남기게
하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저녁 8시부터 9시 사이)
에 정해진 장소(도서관 앞)에서 미리 주문한 김
밥을 픽업해가는 시스템입니다. 한국 음식을 쉽
게 먹을 수 없는 동네에서 비교적 싼 가격(한 개
$2, 세 개 $5)에 판
매하다 보니 당연
히 인기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행
사가 모두 끝나면,
구글 Docs에 남겨
진 이메일 주소로,
수익금을 Donation
한 영수증 이미지
와 함께 감사의 인
사를 보냅니다. “여
러분들께서 사 주신 삼각김밥 덕에 이렇게 생명
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
다” 하고 말이죠. 김밥도 먹고, 시험도 잘 보고, 생
명도 살리고!!
개척교회 사역자로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
나고 이메일을 통해 교회의 존재와 사역을 소개
할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이 동네의 한인들과 접촉점(connection point)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온종일 시내와 학교를 돌아다녀도, 한국사람을 만

나 제 소개를 하고 교회에 초대할 수 있는 경우는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매우 짧고 피상적
인 만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왜
이리 한국사람처럼 보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김밥을 팔면서는 이틀 동안
자연스럽게 100명이 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고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김밥을 넘겨주면
서 간단하게 교회 소개를 하거나 예배에 초대하
기도 훨씬 수월하였지요. 무엇보다 “교회가 착한
일을 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착한 일 하는 교회
이번 학기 수익금은 네팔 지진피해 구호성금
으로 보내집니다. 시험 기간 중인 학생들을 잘 먹
이는 일도 이번 사역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보
니 삼각김밥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았음에도
550개 정도 판매하니 700불 정도의 이익이 생겼
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김밥 만들기를 시작하는데 이
웃 주민 한 가정이 교회를 찾아 왔습니다. 몇 번
교회로 초대했지만, 남편이 불자라며 정중하게
사양하던 가정입니다. 교회가 하는 ‘착한 일’에 동
참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묻지도 않았
는데, ‘늦장을 부리느라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해
서 미안해요.’ 하십니다. 어찌나 마음이 기쁘던지
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 작업이 한창인 식당에 다
른 세 사람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자매
님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의 간호사
들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들렀다는데, 인
사를 나누는 그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한
번 먹어 본 적도 없을 텐데, 삼각김밥 몇 개를 신
기한 표정으로 사서 돌
아갔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해도 끝내 돈을
지급하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A를 부르
는 기적의 삼각김밥’을
판매하면서 가장 감사
했던 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
령님(빌 1:6)을 함께 확
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 살도 되지 않은 어린 교회이지만 삼각김
밥을 통해 섬김의 기쁨, 동역의 힘 그리고 성도의
자부심을 배워갑니다. 사람들은 벌써 다음 학기
엔 이렇게 팔아보자는 이야기를 하네요.
김밥을 픽업하며 한 형제가 묻습니다. ‘목사님
이거 먹고 공부하면 진짜 A 받을 수 있나요? 아니
면 과장 광고하신 건데...’ 그 청년에게 이 말을 미
처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A는 ‘학점 A’라기보다
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믿음의 A’
라는 걸 말입니다.

올해로 3기를 맞이한 목회자 학교가 새로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목회자 학교는 신학 과정을 마치고 목회 현
장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재교육의 기
회를 제공함으로 개인적으로는 영적 재충전
을,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는 신실함(faithfulness)과 효율성(fruitfulness)이 배양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
회에서 주관하고 한인목회강화협의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학교는 2년 동안 일주일씩 모두 4
학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3기 목회자 학교
의 첫 학기는 2015년 9월 21일부터 25일까
지 동북부(Northeast) 지역에서 열릴 예정입
니다. 특히, 지난 2기부터 참가자의 폭을 타
인종 목회자와 여성 목회자로 넓히고 있습니
다. 한인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뿐 아니라 타
인종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 여성 목회자분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3기 목회자 학교 첫 학기의 일정과 장소, 등
록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2015년 9월 21(월)~25일(금) 예정
 장소: 미 동북부 지역 예정
 학비: 없음(교통비 본인 부담)
 신청서류: 자기소개와 지원동기(2장)
 지원자는 2년 동안 4학기를 모두 참여해
야함
 연락처: 류재덕 목사
		
(jaedlew@gmail.com)
		
한명선 목사
		
(pastorhan17@gmail.com)

www.KoreanUMC.org를 방문하시면 소식과 알림, 자료와 정보, 사역과 신앙생활, 기관행사 및 이벤트 안내 등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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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설교잔치(Festival of Homiletics)
이성호 목사 | Concord UMC, CA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 주간
은 나 같은 설교자에게는 꿈같은 시간
이었다.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아침부
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강연
을 듣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 연회의 많은 선배 동료 목사님들로
부터 말로만 듣던 설교잔치에 참석하고
자 마일 하이(Mile High)라고 불리는 도
시, 콜로라도 덴버로 향하였다. 처음 가
는 분들은 고산지대 산소결핍증으로 머
리가 핑핑 돈다는데 나는 세계적인 명성
을 가진 설교자들과 열정적인 예배인도
자들 때문에 가슴이 뛰었다.
첫 개회예배는 콜로라도 컨벤션 센
터에서 시작되었는데 전국에서 모인
1,800명의 설교자들을 놓고 나디아볼츠
웨버(Nadia Bolz-Weber)라는 젊은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였다. 온몸에는 문
신을 하고 복장은 파격적인 포스트모던
의 젊은 여자 목사님이 젊은 아이들도
사용하기 꺼려하는 거리의 언어를 거침
없이 구사하면서 청중들을 웃겼다 울렸
다 하는데 정말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
고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어도 저런 영
어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
리게 느끼게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교
회 교인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저
런 설교를 듣지 못하고 내 설교를 매주
들어야 되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를 못하면 교인들 심방이라도 부지런히
다니고 말이 안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다.
예배음악은 보통 우리가 부르는 것
보다 빠르게 하는 데다, 만돌린(Mandolin)이 흥을 돋우는데 저절로 마음이 하
나로 모아지는 음악이었다. 나는 악보
를 보고 가사를 읽는데 정신이 없는데
거기 모인 청중들은 다 외워서 하는 것
을 보고 내가 얼마나 미국 교회 음악에
도 무지한가를 알 수 있었다. 우리 연회
의 목사님들도 약 10명 정도 만날 수 있
었고, 또 전국에서 타인종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약 10명 정도 만날 수
있었다. 거기에 가보니 다 나보다는 훌
륭해 보이고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보
이는 것도 이번에 얻은 소득 중의 하나
였다.
다른 참석자들은 “월터 부르그만
(Walter Bruggemann), 윌 윌리몽(Will
Willimon), 아담 해밀톤(Adam Hamilton)같은 거장들을 한자리에서 다 만나
고 듣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노학자와 설교자들의 강의
를 들으며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
을 또 한번 깨닫고 위로받고 다시금 기
본을 다지는 계기가 된 귀한 기회였다는
것이다.”(명은주, Patterson UMC, CANV). 그분들의 깊이와 넓이와 영성에서

풍겨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석자들
에게는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도전이 되
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었다. 그 나이
든 부르그만이 그렇게 정열적이고 유머
가 넘치는 줄도 처음 알았고, 지금도 바
르트를 이야기하는 윌리몽 감독의 선포
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직격탄이 되는 것을 아는 것도
큰 위로가 되었다. 아담 해밀톤은 우리
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육 공무원>이라
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충실하고 효과적
인 목회의 매뉴얼을 소개하는 면을 보여
주었다. <교육 공무원>에서 이제는 교
회가 성장하였으니 <교육부 장관>으로
승격시켜야 된다는 농담을 나누었다.
다른 모든 설교자들도 힘있고 좋은
설교를 나누었지만, 공통적인 점은 설교
자들을 위로하는 설교가 주종을 이루었
다는 것이었다. 상처입고 힘들고 지친
설교자들이 왔을 것이라는 전제를 공유
하였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설교를 듣고
나면 그동안 목회하면서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위로
의 마음이 들었다. 혼자 오지에서 변하
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서 열심히 매주
설교하는 내가 과연 쓸모있는 사람인가
하고 회의가 드는 목사님들 이라면 한
번 참석할 만 하였다. 눈물을 흘리며 씨
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기본으로 돌아가 기
본에 충실하라는 권면을 받았기 때문이
다. 한 목사님은 5월 12일 둘째 날 아침
에 St. Paul Church에서 Workshop을 들
었는데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앤드류 포
스터 코너스(Andrew Foster Connors)
가 “The Transformational Word: Building a Sermon that Agitates”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하셨는데 강의 중에 “어
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까?”라는
질문을 하고는 “가장 좋은 설교는 자신
이 선포한 말씀처럼, 설교자들이 매일의
삶을 사는 설교입니다.”하고 대답한 것
이 도전이 되고 영감을 주는 강의내용
이었다고 하였다. 평소의 본인의 소신
을 다시 검증 받은 것이 특히 좋았다고

하였다.(홍진호, Franklin Grove UMC,
Northern Illinois).
또한 이번 설교 잔치에서는 평소 관
심을 갖고 도움을 받아왔던 설교자들의
설교와 강의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새로 발견한 설교자들을 통해 얻은 영
적인 환기와 특별한 도전으로 기대치 않
았던 큰 깨침을 얻을 수 있었다. 특별히,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of UMC
의 Grace Imathiu 목사님의 설교와 강
의는 Cross Cultural/Racial Ministry 현장
에서 혹여나 ‘내 안에 경험된 나만의 특
별한 하나님 경험과 동양적 신학과 영
성의 배경을 모두 배격한 채, 특정한 인
종의 설교 스타일과 영성만을 흉내 내
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해묵은
어린 설교자의 고민에 정확하고도 명료
한 답을 주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원색의 African 의상을 둘러입고, 머리
에는 단호함을 뜻하는 듯한 붉은 띠를
두르고, 특유의 둥글둥글한 영어발음과
함께 언제나 쉬지 않고 움직이는 양손
과 자유로운 발걸음을 좌우로 내딛으며
90분 내내 45도쯤 하늘을 응시하며 쏟
아내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로 현장에 모인 95% 이상의 다른 피부색
을 가진 청중들의 마음은 뒤흔들렸습니
다. 강의와 설교가 끝날 때면 끊이지 않
을 것 같은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
니다. 저에게는 다른 이의 색으로 덧칠
해진 듯한 나의 영이 처음 하나님께로부
터 얻은 그 원색을 찾는 듯한 경험이었
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 혹은 완전
히 잃게 될지도 모를 ― 하나님께서 나
에게 주신 한국적 기독교 영성을 다시
한번 불러내야 할 이유를 Grace 목사님
의 설교와 강의를 통해 찾았습니다. 언
어가 갖는 섬세하며 날카로운 가림막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혹시나 내게 주
신 하나님의 첫 호흡과 그 색으로부터
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이두수 Pearl
City/McConnell, NIC)
또한, 지역연회의 연회총무로 계시
는 강영숙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식사를
대접해 주셨고 타인종 목회자 회의에서

는 참석자들에게 일인당 200불씩의 장
학금을 지급해 주었다. 그것은 우리들에
게는 현지에서 일주일 지내는 비용에 해
당하는 금액이었다. 목요일 오후에는 몇
사람이 공모를 해서 오후 강의를 빼먹고
현지답사를 하였다. 거리의 악사들과 자
유가 넘치는 다운타운을 걸어서 현대 미
술관에 가서 현지 예술인들의 작품을 감
상하였다. 현대인들의 외로움과 우울함
을 표현한 음산한 대형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들의 현
재 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다. 그
리고 생동감과 의식이 투철한 젊은 작가
들의 작품도 보았는데 특히 기억에 남
는 작품은 거리의 총을 다 모아서 녹여
서 만든 삽을 전시한 작품이었다. 한쪽
에는 총을 모아 녹이는 장면을 보여 주
는 비디오가 non-stop으로 돌아가고 전
시관 한 면은 열 개가 넘는 삽이 죽 진열
되어 있는 작품인데, 칼을 녹여 농기구
를 만든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되는
장면이었다. 지난 번 뉴욕 현대 미술관
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현대 미술은 작
품성보다는 메시지전달에 치중하는 것
을 보게 되었다. 어떤 작품은 아예 형상
을 다 없애고 편지지 6장에 빼곡히 글을
써서 그 글을 전시하였다. 마호메트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구상화,
추상화의 해석을 넘어 글자를 형상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면서 현대미술의 이해
불가능성과 동시에 이해 받기 위한 몸부
림을 동시에 보았다. 이것은 설교자들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같
이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다 보니 마지
막 날 밤이 되었다.
이번 설교잔치를 떠나면서 <나는 기
본에 충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맡
겨도 좋을 것 같다>는 편안한 마음을 가
질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혼자 전 세
계를 구원하지 않아도, 현재 세계 곳곳
에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교회에서 다
양한 회중들을 섬기는 수많은 설교자들
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
하면서 하나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
니 나는 내 할 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과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넉넉함도 얻을 수 있었다. 누군가가 내
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
다: <너나 잘하세요!> 그래 다시 힘을 내
서 해보자. 내가 못한 부분은 다른 설교
자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돌
아오는 비행기에서는 참으로 편하게 잠
을 잤다. 와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이
야기한다 <설교잔치 다녀왔다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네! 여전히 잘하네!> 하하
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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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기간: 2015년 7월 27일(월)~31일(금)
 장소: Punta Cana, Dominican
Republic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
사님과 선교사역 담당자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
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문안 드립니다. 어느덧 2015년 새
해가 밝아 1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
난 2013년도부터 시작된 도미니카 선
교대회가 이제는 명실공히 한인연합감
리교회의 선도적 선교방안으로 자리잡
았습니다.
이는 한인연합감리교회 각 개체교회들
이 선교협의회와 함께 만든 뜻 깊은 결
과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
신 개체교회 목회자들과 선교담당자
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신
선교동역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
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선교협의회는 한인연합감리
교회 개체교회들의 누구나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고, 부담 없이 현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선교 101정책
을 뿌리내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
교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선교
전략과 접근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
니다. 이에 금번 2015년 도미니카 선
교대회에도 개체교회 선교 동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매년 늘어나고 있는 참가인원
들과 현지 사정을 고려해 부득불 참여
인원을 제한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하오
니, 아래의 사항을 보시고 빠른 시일 내
에 등록비와 인원현황을 선교협의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협의
회의 원활한 선교 사역준비를 위해 귀
교회에서 특별 후원금을 보내주신다면
2015년도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
분들께서 지금까지 본 선교대회에 보
여주신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
과 기도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숙소: Hotel RIU Naiboa Punta
Cana
 대상: 목회자 및 평신도 150명
(Youth 이상 신청 가능)
 회비: $400(숙식 및 교통비 포함)
 신청서와 등록비를 보내실 곳:
Global Mission Network
622 McIntyre Rd.,
Rockville, MD 20851
 등록 확인 및 문의: 김관석 목사
(919-638-5313,
pastorkwankim@gmail.com)

선교협의회 회장 이승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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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여성들의 이야기

Event Calendar
중국 기독여성훈련
7월 2~4일
장춘, 중국

김성실 권사 | 한인여선교회 뉴욕연회 회장, NY

매년 3월 초쯤 국제연합여성지위향상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tatus of Women)가 뉴욕시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
서 두 주간 동안 열린다. 올해로 59회를 맞은 이 모임을 통해 매년
세계 각 처에서 희생되고 있는 무명 여성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면
서 그동안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개선되고 발전되었다. 그러나 아
직도 성의 평등함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워가
야 하는 오르막길로 멀고도 외로운 전쟁이다. 20년 전 중국 북경에
서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을 선포하고 여권
이 인권임을 계몽하며 재인식하게 하려고 추진하여 여성들에게 힘
을 실어주는데 도전이 되는 이야기들이 올해의 주요 안건이었다.
한국에서는 정신대로 희생당한 여성들의 이야기와 차별대우를
받고 사는 직장여성들의 이야기들이 비영리 단체들에 의해서 알려
지고 있다. 가장 열악한 여성들의 상황은 대부분 아프리카와 아시
아 지역의 저개발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말라위는 15세에
서 19세의 여성 자살률이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 게다가 법적 결
혼 연령이 낮고, 강간으로 13~14세의 소녀들이 임신기간과 분만 때
에 건강관리를 전혀 받지 못하여 산모와 태아가 죽는 확률이 높다.
어린이 신부(Child bride)를 풍습이라고 인정하는 나이지리아,
인디아, 아프가니스탄, 예맨 등지에서
는 집안 어른들끼리 어린 자녀들의 결
혼을 미리 약속하는데 가난을 핑계로
부모 자신들보다도 나이가 많은 남성
에게 열 살도 안 된 여아들을 첩으로
파는 예가 흔하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
매년 1,500만 명의 18세 이하 여아들이
결혼을 하며, 저개발국가 여아들은 9명
중 1명이 15세 전에 결혼을 하며, 교육
을 받을 기회가 없어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임신을 하
고 분만을 하다 산모와 아기가 목숨을 잃게 되고 HIV/AIDS를 걸리
는 예가 허다하다. 남편과 시집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녀들과 쫓
겨나는 경우도 흔한데 특별히 갖은 기술이 없이 자녀들의 삶을 책
임지게 되는 여성들은 인신매매하는 이들에게 쉽게 먹이가 되고 있
으며 여성을 성적, 폭력대상으로 생각하는 남성들로 인하여 이런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7월 6~23일
서울 & 서산 & 인제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7월 27~31일
Punta Cana, Dominican Republic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남미의 콜롬비아와 아프리카의 콩고와 수단 등에서는 군인들이
어린 소녀들을 집단 성폭행을 하는 것을 정부와 경찰들이 알고 있
으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있다는 기막힌 사연들도 쏟아졌다. 여성
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젖으로 키워진 군인들, 자
신의 동생이나 딸보다도 어린 여아에 대한 성폭행은 가장 비인간
적인 행동이라는 데에 동감하며 우리들은 함께 울었다. 정부에서
는 이런 비리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막으려 하나 여성단
체들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많은 경우 목숨이 위태로움도
마다하고 이렇게 만방에 알리어 자국의 정치인들이 외부의 압박을
받아서라도 각성하도록 힘을 가하고 있다.
이런 grassroots 여성들이 본인들의 상황
을 호소하려면 장소가 필요한데 유엔 본부
근처의 호텔이나 회의 장소들은 비용이 엄
청나서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여성들은 엄
두도 못 낸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는 힘 없고 가난한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세계각국 여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물심양
면으로 돕고 있다. 유엔 건물 맞은 편에 12층
짜리 건물 Church Center for United Nations
를 55년 전 구입하여 사무실로 쓰고 유엔에서 결정된 인권조약이
각 나라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피며, 건물 안의 여러 사무실
들을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며 여성들의 인권회복
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다. 1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
들도 여러 개 마련하여 힘없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온 천하에 들려
지도록 도와주는 여성을 위한 여성들에 의한 여성들의 건물이다.

St. Paul 한국어 강좌
8월 3~7일
Kansas City, MO
Youth Initiative, Children's Ministry,
Nexus Conference
8월 5~8일
San Diego, CA
한인여선교회 전국 지도자훈련
9월 24~27일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러시아 기독여성훈련
10월 8~10일
St. Petersburg
이중문화가정 제5회 평신도 영성훈련
10월 13~17일
한국 동탄 시온감리교회
영성형성 아카데미
11월 9~13일, Racine, WI
청년학생선교대회 KUMC 2030 청년 Conference
11월 25~28일
Chicago, IL

신간안내

이진희 목사(웨슬리연합감리교회, TX)의
신간 <광야를 읽다>

영성형성 아카데미 The Academy for Spiritual Formation
광야에서 나를 찾다
Journey in the Wilderness

저자 이진희

2015년 11월 9일 (월) - 13일 (금)

Siena Retreat Center(www.SienaRetreatCenter.org)
5637 Erie Street Racine, WI 53402

· 등록비: 목사 $300, 사모 $250(Payable to: NCJ Korean Mission)
· 등록 마감일: 2015년 6월 30일
· 체크 보내실 곳: Rev. Dr. SungJa Lee Moon
115 West Lincoln Ave., Barrington, IL 60010
· 참가인원은 선착순 50명으로 제한합니다.
· 모든 과정을 마친 분에 한하여 3 CEU(연장교육)가 수여됩니다.
· 문의: 이훈경 목사 224-230-7612, hoonlee722@gmail.com
문성자 목사 847-668-6035, sungjamoon@gmail.com

‘광야’를 알면
‘성경’이 보이고,
‘성경’을 알면
‘인생의 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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