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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
승인된 한인공동체 관련 안건들

연합감리교회 총회에 제출된 안건 중 한인공동
체에서 발의하거나, 한인공동체 사역과 직접적인 연
관을 가지고 있는 안건 3개가 모두 본회의에서 승인
되었다. 그 안건들로는 한인목회강화안과 평화위원
회의 연합감리교회 결의문 수정안, 그리고 안수후보
자 통역 안건 등이다.
먼저 한인목회강화안(Korean Ministry Plan)
이 5월 14일 저녁에 대의원들의 반대 없는 절대적
인 지지로 입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5월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승인되었다. 다른 목회 강화안들
(National Plans)도 같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었
다. 소수인종의 목회와 사역강화를 돕기 위한 목적
으로 2000년 총회에서 승인되어 시작된 목회강화
안(National Plans)은 Native American Comprehensive Plan, Asian American Language 한국의 밤 참석자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습
Ministry, Strengthening the Black Church for
the 21st Century, Korean American National Plan, National
회 결의문 수정안, Korea: Peace, Justice and Reunification은 한
Plan for Hispanic/Latino Ministry 등이 있고, 2012년 탬파 총회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청원문이 있는 연합감리교회 결의문집
에서 Comprehensive Plan for Pacific Island Ministries가 추가
(The Book of Resolution)의 내용을 바꾸는 안건이다. 1988년 총회
로 승인되었다. 이 목회 강화안들은 각 인종의 문화와 특성을 바탕
에서 승인되어 결의문집에 수록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원문은 그
으로 교단의 주요 선교 과제에 중점을 두어 주어진 예산과 리소스로
동안 지속적으로 문구를 수정해 왔다. 이번 문구의 수정 내용은 연
사역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총회에서 직접 승인을 한 이니셔티브
합감리교회가 한국과 북한에 있는 교단과의 협력적 연대와, 다음 회
(Initiatives)이다. 이번 총회에도 한인목회 강화안과 예산은 한목협
기에 한국 정전 협정을 평화 조약으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고, 북
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총회세계선교부를 통해 제출되어 승인되었
한에 대한 인조주의적 지원과 탈북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평
다. 한목협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는 “그동안 이 청원안의 준비와 통
화위원회 회장 장위현 목사는 “새 청원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배
과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무엇보다 하나
경,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고통과 분단의 아픔, 한반도 화해와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날이 지경이 넓어지는 한인목회의 폭과 깊
통일을 위한 초교파적 세계교회의 30년 이상의 노력, 평화 위원회의
이를 생각하며 다음 회기를 위해 더 큰 사명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4년간의 노력 등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세계교
한인목회강화안이 시대적 사명인 연합감리교단의 갱신을 위한 핵심
회 협의회 부산회의의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선언에서 요청하는 한반
사역으로 자리 잡기 원합니다”라고 안건 승인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전 세계 연합 감리교인도 동참할 것을 촉구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안건은 입법위원회 심의 마지막
한인총회 평화위원회가 총회사회부를 통해 제출한 연합감리교
날인 5월 14일(토) 밤 9시경에 입법위원회를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
하였고, 5월 17일(화) 오전 본회의에서 찬성 759표 반대 24표
로 승인되었다.
한인총회,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총회고등교육사역부가
공동으로 준비하여 제출한 안수후보자 통역 관련안, Translation and Cultural Accommodation for Candidates는
2014년에 한인총회에서 승인한 한인 안수후보자 테스크포스
의 리서치를 통한 여러 인종과 문화 배경의 안수후보자들의
어려움 중 하나인 언어문제를 총회에 청원한 것이다. 박신애
목사는 “이 법안은 한인을 포함한 여러 문화 배경의 안수 후보
자들을 교회가 돌아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연
합감리교회가 모든 문화와 언어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소명
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가 환영하고 지원함으로 세계적인 교

회가 되는 길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의
의를 부여했다. 이 청원안에는 “To honor the language and cultural realities of candidates who
do not speak English as their first language
and respond to the need for some candidates
to need translation or other accommodation to
successfully complete certain candidacy requirements”라고 적고 있다. 이 안에는 후보자 인
터뷰뿐 아니라 심리 테스트나 다른 조사 과정에도 후
보자가 원하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회고등교육사업부의 박희로 목사는 “이번 총
회를 통해 연합감리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가는 과
정에서 여러 문화나 언어의 차이로 진정한 포괄적인
교회가 되기에는 아직 미숙한 점들이 많이 드러났고,
그러한 혼란들이 성장과 교세 확장을 위해 우리가 겪
어야 할 아픔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인목회
강화협의회와 한인총회, 그리고 총회고등교육사역부가 힘을 합쳐 추
진한 이번 Translation and Cultural Accommodation for Candidates 입법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연합감리교회의 한인 지
도자들이 교단의 세계화 과정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한 공헌
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언어나 문화적인 차이로 하나
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하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자신

총회 본회의를 주재하는 박정찬 감독의 모습

감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
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 청원안은 5월 12일 오후 입법위원회에
서 찬성 75표 반대 8표로 심의를 통과하였고, 5월 14일 오전 본회의
에서 찬성 735표 반대 41표로 승인되었다.
한편 한인공동체의 관심 안건 중의 하나였던 정회원 목회자 파송
보장제 관련 몇 가지 안건들은 총회 첫 번째 주에 열렸던 입법위원회
에서 심의가 되지 않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글쓴이: 이승필 목사,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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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
5월 10일 총회:

날짜별 종합 기사

개회예배, 회의규정 토론

한국과 일본에서 온 총회 대의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Plan UMC 부분적 위헌
연합감리교회의 기관 구조조정 계획
에 따라 청원된 안건이 교단의 최고 입
법기관에서 승인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정을 해야만 되었다.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Plan
UMC Revised”의 일부 구성요소는 합
헌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다
른 구성요소들은 그대로 모두 적법하다
고 지난 5월 9일 판결했다.
대의원들이 합헌적인 적합한 부분
에 대해 투표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
은 “입법에 관한 일로 총회의 과정에 달
려있다”고 교단의 최고 사법기관이 말
했다.
일부는 권한의 이슈들에 관한 합헌
성의 우려를 나타냈다. 교단 기관들을
조정하고 3개의 기관 위원회들을 없애
는 내용의 “Plan UMC Revised”는 교
단의 조정협의체인 연대사역협의회에
새로운 권한과 힘을 주게 된다.

사법위원회는 판결문 1030에서 연
대사역협의회에 각 기관의 총무를 세우
고 해고하는 새로운 권한에 관한 모든
법적인 용어를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법위원회는 Plan UMC
Revised에 나온 대로 총회가 기관 위원
회들을 없애는 권한이 있다고 확인 했다.

아프리카 디지털 분열?
2016 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이
태블릿을 이용해 발언권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아프리카에
서 온 일부 대의원들은 그것을 좋아하
지 않았다.
해외연회의 대의원들에게는 Daily
Christian Advocate과 필요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태블릿이 주
어졌지만, 우려는 태블릿을 잘 사용방법
을 잘 모르는 대의원들에게는 문제가 된

본회의장 전경

의해 본회의로 상정할 안건들을 토요일
저녁까지 결정하고, 회의일정이 없는 주
일에는 총회 참석자들이 지역의 교회에
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

Barbara Dunlap-Berg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다는 것이다.
총감독회 회장 Warner H. Brown
Jr. 감독은 디지털의 분열에 대한 우려
에 대해 들었고, 그 문제를 총회위원회
에 일임했다. 그는 필요하면 해결방법이
제공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lie Bruno는 성찬식을 나
누었다.
다른 뉴스
북유럽과 발트해 지역
의 감독인 Christian Alsted 감독은 총회기간 동
안 심각한 논의를 할 때
성도의 대화 개념을 받
아들일 것을 대의원들에

게 호소했다.
연합감리교회의 입법상임위원회는
5월 9일 아프리카에 5명의 감독들을 앞
으로 4년 후에 새로 추가 임명하는 계획
을 권고하기로 재확인 했다.

비공식 안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한지 21년 후에
Susan Laurie은 연합감리
교회 목회자로 LGBTQ의
그룹에 의해 5월 10일 총회
시작 전인 오전 10시 32분
에 오리건 컨벤션 센터에서
비공식 안수를 받았다.
이 의식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다. 연합 총회 대의원 박종우 감리사 모습
감리교회는 동성애자임을
대의원들은 총회위원회가 이번 총회
스스로 밝힌 사람은 안수를 받을 수 없
를
위해 권고한 규정들 중에 한가지를
다. 이 의식의 시간은 중요하다. 사람들
제외한
모든 규정을 승인했다. 규정44
의 성적분류에 따라 연합감리교회에서
에
개요
된 그룹 분별과정에 대한 논의
동성애자의 멤버십을 거부할 수 있는 사
는
5월
11일까지
유예했다.
법위원회의 판결 1032에 근거한 것이다.
손을 얹고 기도한 후 Laurie와 부인 Ju-

주일예배를 함께 드린 한인 총회 참석자들

지며 이어지는 본회의를 준비한다. 감독
들과 여러 총회 대의원들, 그리고 기관
의 책임자들은 지역의 교회들의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하는 등 주일 일정을 보
낸다. 전통적으로 총회에 참석한 한인
총회 대의원들과 여러 한인 총회 참석자
들은 주일 오후에 그 지역의 한인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번 총회에서
도 50여 명의 한인총회 참석자들이 주
일 오후 4시에 총회 회의장에서 약 30
분 거리에 있는 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
수 목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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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ey Butler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북서 태평양 원주민의 환영 드럼을 시작으로,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입법기관인 2016 총
회를 위해 모인 연합감리교인들은 여러 언어의 “할렐루야”를 불협화음으로 함께 부르
며 개회예배를 드렸다.
오리건 컨벤션센터에서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연합감리교회 최고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864명의 대의원들이 앞으로 4년의 사역과 기관의 구조, 동성애를 포함하는 사회정의 이
슈 등의 내용을 다루는 1000여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016 총회의 주제는 “그러므로, 가라”이다. 총회 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의 근본을 두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연결하여 주제를 선정하
였다. 예배와 음악을 연출한 사람은 오리건주 Eagle Creek의 Laura Jaquith 목사이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필리핀에서 온 대의원들은 성찬식과 총감독회 회장인 샌프란시스
코 지역 감독인 Warner H. Brown 감독의 설교로 총회 세션을 시작했다.

5월 15일 총회: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연합감리
교회 총회는 일반적으로 첫째 주에 총
대들이 지정된 입법위원회들로 나뉘어
바쁜 일정으로 제출된 청원 안들을 심

글쓴이

서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이하 한목협)가 주
관한 이번 예배는 장학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였고, 정희수 감독이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순서와 특별히 한국 기독교대
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설교 말씀
등으로 예배가 진행되었다. 예배 후 참
석자들은 우리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 만찬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연합감리
교회는 한목협의 지원과 연회의 협력으
로 최근에 개척된 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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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

5월 11일 총회:

감독연설, 계속된 회의규정 44 토론
Herring 목사는 약 24개의 청원안을
모니터링 하고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안건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것은 본처목사가 안
수위원회와 지방회 안수위원회의 활동
을 계속해서 할 수 있지만, 그들의 투표
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특권을 박탈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
다” Herring 목사는 말했다.

회의규정 44 다시 보류
Palmer 감독이 총회가 어려운 문
제를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시
사한 가운데, 대의원들의 선거 방식이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안건이 되고 있
다.
많은 논의가 있었던 제안된 그룹
분별과정인 회의규정 44에 관한 결정
이 다시 한번 하루 또 연기되었다. 이
번 연기는 총회의 회의규정위원회로
하여금 회의에서 나왔던 여러 수정안
들에 대한 권고를 받기 위함이다. 회의
규정위원회는 5월 11일 저녁에 만나기
로 되어있으며, 5월 12일 보고의 하나
로 대의원들에게 권고안들을 가져올
것이다.

5월 12일 총회:

회의규정위원회
만일 대의원들이 회의규정 44를 수
용할 경우, 그들은 이를 2016년 모든 입
법안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2016 이
후 총회에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두 번
째 투표를 해야 한다.
대의원들은 5월 10일 늦게 연합감리
교회 총회를 위해 계획 되었던 위원회가
권고한 다른 43개의 회의규정을 수용했
다. 결과는 518표의 찬성과 258표의 반
대였다.
방청석의 본처목사(Licensed Local Pastor)
본처목사들은 총회의 대의원이 될
자격이 없어 회의장 뒤쪽에 앉는다. 준
회원과 본처목사 전국협의회 전 회장
이었던 Mike Mahaffey 목사는 “관
람인들”이라고 분명
히 말하였다.
그러나 그와 그
그룹의 입법 의장인
Tom Herring 목사
는 주로 위원회에
서 본처목사와 관
련된 모든 입법안
을 모니터링할 것
이다. Mahaffey와

회의규정 44 부결

개회예배
5월 12일 아침예배에서 Christian
Alsted 감독은 2016 총회 참석자들에
게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과 같이 겸손하
게 전적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자
는 도전을 주었다.
북유럽과 발트해지역 감독인 Alsted 감독은 교단의 성장과 생동감을
되찾기 위해 다른 연합감리교인들과

2016 총회가 성도의 대화 회의방식
(Christian Conferencing)을 받아들일까?
총회 대의원들은 5월 11일 2시간 동
안 서로 존중하고 진실되게 회의하는
Christian conferencing에 관해 논의
하였다. 리더들은 이 논의가 입법위원회
가 모이기 시작하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기를 희망했다.
864명의 대의원들은 지정된 그들의
위원회에서 그들 지신과 그들의 사역지,
그리고 연합감리교회의 미션을 삶에 실
천하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
을 가졌다. 둥근 테이블에 12명 정도 둘
러 앉아 2시간 동안 나누는 시간을 가졌
는데, 몇몇 그룹은 편안하고 서로 존중
하는 분위기로 발전 하였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과정은 우리
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희
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데모를 줄이고, 서로 동질성을 찾는 것
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핀란
드와 스웨덴의 총회 대의원인 Andreas
Elfving가 말했다.
유색인 대의원
5월 10일 약 200여명의 유색인 대
의원과 동맹그룹들은 총회인종관계위
원회의 후원으로 총회 사전 오리엔테이
션을 포틀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가졌다.
참석자들은 총회인종관계위원회에
서 총회를 나타내는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에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대의원
을 돕는 의도로 제작된 “2016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마침내 회의규정 44를 하지 않
기로 결말을 지었다.
지난 3일 동안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회
의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생한 실례를 보여줬다. 제
안된 그룹분별과정을 추천한 회의규정
44가 오랜 토의 끝에 355표의 찬성과
477표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찬반 투표도 오전 회의시간을 거
의 소모하며 결정되었다.
총회위원회는 특히 까다롭고 논쟁을
초래할 만한 입법안건을 다루기 위한
Robert’s Rules of Order의 대안 과
정인 회의규정 44를 2012 총회에서 권고했
다. 그 목적은 모든 대의원들에게 청원안에
관한 공정한 발언기회를 주기 위해 소그룹
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함께한다고 말했다.
“저의 모든 목적을 가진 바
쁜 일정 속에, 아마도 저는 이
교도 백부장에게 무엇이 그토
록 고통스러웠는지 간과 했을
지 모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
점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겸손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고, 조건 없이 교회의 치유를 위해 그
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라고 Alsted

감독은 말했다.
다른 소식
5월 12일 전 세계에서 모인 감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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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예배의 축하소리가 울려퍼진 다음날은 총회가 얼마나 크고 긴 모임인가를
다시 되새기게 했던 하루였다. 감독연설은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주를 믿고 가
라”고 독려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며 대의원들은 회의진행 규정
중 하나를 3일째 토론하게 되었다.
5월 11일 감독연설에서 Gregory V. Palmer 감독은 2016년 연합감리교회 총회
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겸손 겸손 그리고 겸손.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진실에 반하는 그 어떤
행위는 복음을 해치는 것이며, 우리의 특권보다 낮은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
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서부 오하이오 지역 Palmer 감독은 그의 연설이 이번 총회의 분위기를 정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교단 최고 입법기관에 제출된 인간의 성, 투자, 그리고 교단의 재정 등과 같은
많은 이슈의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 대의원들은 투표를 해야 한다. “우리가 서
로 대립하는 행동들은 이 교회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미션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Palmer 감독은 많은 연합감리교인들이 교회의 생존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주제와 선교 선언문은 '가라'라고 외치고, 새로운 피조물과 나
라들, 문화들 그리고 지구에 하나님이 중점을 둔 것과 같이, 함께 중점을 두고
행동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전용재 기감 감독회장과 정희수 위스콘신 감독

어떻게 하면 다문화간의 능숙한 대의원
이 될 수 있을까”라는 소책자를 받았다.
에이즈(AIDS)에 관한 기도회
앞으로 4년의 교회법을 결정하는
2016 총회가 모이는 가운데, 350만명
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를 기억하며
사랑과 기도로 응답하는 기도회가 5월

5월 12일, 박정찬 감독과 이성현 목사가
함께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11일 포틀랜드 컨벤션 센터 밖에서 모
였다.
이 기도회는 연합감리교회 에이즈
기금위원회가 후원하였다. 지난 2004
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세계 에이
즈 기금을 승인 하여, 35만불의 기금을
조성하여 44개국에서 284개의 프로젝
트를 지원하였다.

수후보자들에게 “사랑과 빛이 풍성
함”을 전하는 서한을 보냈다.
Kenneth Carter 감독이 무릎 힘
줄이 절단이 되어 5월 12일 오후에 포
틀랜드 Legacy Emanuel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플로리다 연회 Carter 감독은 지난 5월 10일 총회 때에 회
의장에서 넘어져 왼쪽 무릎을 심하게
다쳐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했다. 차가
운 팩으로 찜질을 했지만, 그는 극심
한 고통을 느껴 검사를 통해 수술을
해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앞에서 다코다-미네소타 지역
의 Bruce R. Ough 감독이 총
감독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총감독회 회장의 임기를 마치
는 Warner H. Brown Jr. 감
독은 재판봉을 Ough 감독에
게 넘겨주었다.
여러 교단 미래의 목회자
들과 리더로 구성된 500명의
LGBTQ 목회자들은 지난 5월
9일 커밍아웃을 선언한 111명
총회 대의원 곽지선 감리사의 모습
의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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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총회:

평신도 연설, 교회 보고서

회의 규정을 결정하는 것과 placards와 아이패드 사용하는 것 등의 이견으로 총회 대의원들이 확실히 나뉘어진 며
칠이 지난 넷째 날에, 그들은 그들이 함께 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 받았으며, 교회가 그 조언에 귀 기울일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의 예를 보여주었다.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다. 그
요소로는 친절을 베풀고, 다른 이들
에게 예수를 전하며, 삶의 목적 제공
과, 우리 주위의 세상에 참여하는 것
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간증한 14살 소녀 Hannah Foust

13일 평신도 연설은 전세계 개체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
든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자
비를 나누어야 하는 절박함에 대해 각
각 연설하였다.
“우리의 계속되는 도전은 제자도
에 따라오는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하
는 필요에서 옵니다”라고 북부뉴욕
연회 평신도 리더인 Scott
Johnson씨는 말했다. “이
제, 제자도가 단지 기쁨, 평
화 그리고 놀라운 것이면 좋
을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단
지 감격적인 순간이나, 찬양
을 하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들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닙니다”
이어진 연설들은 연합감
리교회 총회제자훈련부가
LED 종이 전등을 들고 지구 환경을 위한 기도회
제공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Climate Vigil) 행사모습
현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평신도 연설
연합감리교회 평신도들은 총회 대
의원 동료들에게 우리 모두가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책임
을 같이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북부 뉴욕, 버지니아, 미주리, 테
네시, 짐바브웨 그리고 그레이트 플
레인 연회의 평신도들이 인도한 5월

5월 14일 총회: 청년

연대사역협의회, 총회재무행정협의
회 ‘교회 보고서’ 발표
오전 내내 총회 대의원들은 일부
사람들이 놀랄만한 뉴스를 들었다:
그것은 바로 연합감리교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세계에 이루기 위
한 위대한 사역을 한다는 것이다. 기
관의 사역을 관리하는 연대사역협의
회와 교단의 재정을 담당하는 총회
재무행정협의회는 세계적인 지체인

대표 희망을 나누고, 입법위원회는 일을 마침

콩고 출신 청년대표 Peter Cibuabua의 연설 모습

감동적인 청년 연설
토요일 아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연단에서 연설한 청년은 두 명뿐이지
만, 수천 명이 함께 그들을 지지하였다.
디트로이트에서 온 Chelsea와 콩고의
Kinshasa에서 온 Peter Cibuabua 스
스로를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
리를 나누는 대사”라고 소개하면서 연
설을 시작했다. 또한 어느 상황에도 변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이들
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였다.

아침예배: ‘가서, 자비를 배우라’
5월 13일 아침예배 시간에 시카
고 지역 Sally Dyck 감독은 지난 강
림절이 ‘자비의 해’라고 선언한 Pope
Francis주교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고 말하며, “저는 자비의 해, 자비의
10주년, 자비의 천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Dyck 감독은 예수님이 세리들이
나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을 바리세인들이 문제를 삼는 이야
기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은 좋은 유
대인과 공존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것
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자비
를 배우라고 말했습니다”라고 Dyck
감독은 말했다.

연합감리교인들이 사역
하고 나눈 주요 사안들
네 관한 리포트를 발표
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교단이 하지 않
는 것입니다”라고 연대
사역협의회 의장이 될
Christian Alsted 감독
은 말했다. “우리는 세계
적이고 민주적인 교회
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 총회 대의원 (Reserve) 김혜실 목사와 김기범 감리사 모습
습니다”
피켓을 들어 회의 진행 감독의 지명을
받으려는 이전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지
기도와 종이전등의 지구 환경을 위한
를 계속해서 토론하였다.
기도회(Climate Vigil)
5월 13일 점심시간에 연합감리교인
북서 태평양 연회가 주관하고 많은
들은 오리건 컨벤션 센터 플라자에서
교회 관련 후원자들이 지지한 지구 환
모여 오바마 정부의 “추방을 막고 가족
경을 위한 기도회(Climate Vigil)가
을 지키는” 이민정책을 촉구했다. 2016
5월12일 오리건 컨벤션 센터 밖의 플
총회 대의원들은 “우리는 가족을 서로
라자에서 개최되었다. 이 저녁행사에
갈라놓고,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을 구
는 작은 LED 종이 전등이 켜졌고, 세
류하는 모든 나라의 이민정책을 반대
계적 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감리교인
한다”라는 구절을 장정의 연합감리교
들의 음악과 간증으로 진행되었다.
회 사회정의 부분에 첨가하는 것에 대
총회사회부 총무인 Susan Hen해 논의한다.
ry-Crowe 목사는 “변화하는 지구환
Frank Schaefer 목사와 그의 아
경을 염려하는 모두가 결속하여 행동
들 Tim은 연합감리교회가 LGBTQ 사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교단 전체에서
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항의하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
여 지난 168일 동안 텐트에서 생활하
다. 더불어, “저는 이번 총회가 우리
고 있는 Mike Tupper 목사와 합류했
의 중요하고 귀한 사역의 의지를 재
다. Tupper 목사와 Schaefer 목사는
확인해 주리라는 것을 기도하고 믿고
그들의 자녀들의 동성애 결혼을 주례해
있습니다”
서 고소를 당했었다. 그들은 포틀랜드에
서 교단이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의 가
다른 소식
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장정의 내용
대의원들은 새로운 전자식 발언권
이 바꾸어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신청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과 색깔

그들은 “우리 연설의 목표는 청년
들이 얼마나 큰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보다 넓고 깊게 그리스도의 여정에 동
참하고 있는지를 교회의 형제자매 여
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 도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인간의 성 이슈의 도전 계속
오전 전체회의에서 평신도 대의원
인 Fred Brewington은 같은 뉴욕연

회에서 온 대의원 Dorothee Benz를
대신해 개인발언을 요청하였다.
한편 대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회
의장의 경계선 밖에서는 수십 명의 시
위자들이 모여있었다. 이들 중 다수는
교회에서 침묵으로 대하는 LGBTQ 사
람들의 처한 입장을 상징적으로 표현
하기 위해 무지개 모양의 테이프를 입
에 부치고 있었다.
이틀 전 Hope Morgan 감독은
Benz가 회의규정 44를 왜 찬성하는가
를 설명하는 가운데 LGBTQ라는 말을
거론했을 때, 그것이 회의규칙에 어긋
남을 선언한 바 있다.
회의규정 44는 복잡하고 이견이
많은 안건을 다룰 때, 그룹이 함께 의
견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총회에
서 쓰여지고 있는 Robert’s Rules of
Order 진행법과는 다른 방법이다.
회의규정 44은 결국 부결되었다.
Benz의 발언에 대해 Ward 감독은 회
의규정 44를 승인하는지에 관한 투표
이지 그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고 설명하였
다. 주어진 3분의 시간이 채 지나기도

2016총회의 5일째 되는 날은 예배, 청년연설, 그리고 LGBTQ 공
동체의 침묵시위로 시작되었고, 입법위원회의 마지막 날이었다.

전에 Ward 감독은 Benz에게 자리에
돌아가 앉으라고 요구하였다.
문제는 Benz에 대해 그러한 처분
을 한 Ward 감독의 태도에 있다고
Brewington은 연합감리교회 뉴스서
비스에 말했다.
그는 5월 14일 전체회의 진행을 맡
은 Cynthia Harvey 감독에게 Benz
에 대한 처사로 인해 총회와 대의원들
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
혔는지 인식해야 한다고 말
했다. Harvey 감독은 기도
를 인도하며 “상처가 너무나
많고, 또 그렇기에 치유가 더
많이 필요하다” 고 표현했다.
감독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
들에게 우리가 머리와 마음
과 귀를 열기를 기도했다.
새로운 주현절(Epiphany)
5월 14일 아침 예배 설
교에 서 뉴잉글랜드 연회의
Sudarshana Devadhar 감

독은 잘 알려진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무엇보다
도 하나님의 의견을 들으며 “새로운 주
의 현존의 경험을 하라”고 독려하였다.
“용기를 가지고 가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Devadhar 감독은 우
리가 바른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용기
를 가지고 서로의 이야기와 의견을 듣
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동

총회 대의원 Tom Choi 목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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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follow up article of
the KA Ordination Task Force
By Rev.

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에 그들은 주의 현존을 경험하고, 새로
운 관점을 얻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총회가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고 역설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목표와 입장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경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려고 여기 모인 것
이 아니다”라고 하며, “예수의 목회와
선교”를 따라야 함을 말했다. 또한 “웨
슬리의 근본으로 ‘2016년의 총회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사한 사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
야 한다”고 도전하였다.
연합감리교회 시골지역 옹호단체
(United Methodist Rural Advocates)
연합감리교회 시골지역 옹호단체
는 “미국에 있는 다양한 지방공동체들
을 대표하고 미국의 지방사회가 직면하
고 있는 폭넓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
는” 직원자리를 연대사역협의회 내에
만들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를 제

총회 대의원 이인용 목사가 폐회 메시지 중

출하였다.
또 다른 청원서는 장정에 있는 “문
을 닫은 교회의 부동산 처리”에 관한
조항 2549의 내용 개정을 골자로 한다.
연합감리교회의 비전에 맞는 “지역사
회의 빈민을 위한 사역에 관한 업무를
시작, 보충, 혹은 계속”할 수 있는 비영
리단체에게 교회 부동산을 기증할 수
있는 선택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서오하이오연회의 Roger Grace 목
사는 현 연합감리교의 초점은 “수적 성
장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지방에서는 수적성장의 가능성
이 많지 않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위
한 사역은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race 목사는 그동안 시골지역 옹호단
체의 회장으로 사역했으며 이번에 그
임기를 마친다.
졸업식 대신 총회 참석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두 명이 ‘졸
업식인가, 아니면 4년 마다 열리는 총회

Grace Pak, Task Force Chair
candidates in meeting meet
these requirements, including
interviews, psychological
assessments, criminal
background, and credit checks.

에 참석하느냐’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
해야 했는데, 총회를 선택하여 대의원
으로써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중앙텍사스연회의 예비 대의원인
Ethan Gregory는 5월 14일에 있는
댈러스의 퍼킨스신학대학원 졸업식
에 불참했다. 플로리다연회의 대의원
인 Carlene Fogle-Miller는 미시시피
법대 졸업식에 가는 대신 Faith and
Order 입법위원회의 서기 임무를 수
행했다.
모라비아(Moravian)교단과 유대관계
이미 연합감리교는 미주복음루터교
회, Pan-Methodist와 이미 전적인 유
대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5월 14일에
는 모라비안 교단(북부, 남부)과 연합감
리교와의 유대관계를 승인하였다.
Lumad 원주민들의 정의 호소
5월 16일 필리핀 남쪽의 원주민인
Lumad인 몇 명이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수십
년 동안 계속 학
대의 대상이 되
어온 상황에 대
해 이야기할 것
이다. Lumad인
들이 조상으로부
터 물려받은 땅
은 자원이 풍부
하여, 정부 및 반
정부 단체 등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탐내고
있다.
한 부분을 읽고 있다.
Lumad인 대
표인 Norma Capuyan과 Monico
Cayon는 5월 13일 연합감리교회 뉴스
서비스에 말했다.
Cayon은 2015년 9월, 150명의 남
성, 여성, 어린이들이 강제로 잡혀, 두
명의 마을 지도자들이 무장폭도들에
의해 학살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악의
날”에 대해 말했다. 학교 선생님이 고
문 살해 당했고, 학교가 불에 탔다고
말했다.
Kerlan Fanagel Lakbay Lumand USA 단체의 대변인이자 민다
나오(Mindanao) 남쪽지역의 Pasaka
Confederation of Lumad Organization 위원장인 Fanagel은 “원주민
들의 아픔과 투쟁을 이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찾아 미국에 왔다
고 했다. “우리는 피신하고, 아픔을 당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Lumad인
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준 연합감리교
회, 그리고 다른 교회 단체와 교인들에
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As a result of the findings from the Korean
American Ordination Task Force (created
by the Korean Ministry Plan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KAUMC) Future Planning Committee) that the
First generation Korean American Ordination
candidates are experiencing difficulty through
out the Ordination process due to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the Task Force submitted
a resolution to the General Conference 2016 via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GBHEM). The resolution encourages the dCOM
and the BOM to be sensitive to the issues and
needs of the candidates from other cultures
and provide translators when needed. It would
have effect on two paragraphs in the Book of
Discipline. The Resolution was passed and will
be reflected in the new Book of Discipline.
In the study, 50% of respondents indicated that
it would be helpful to have a Korean translator
during their ordination interview. As a solution,
the Task Force has recommended the resolution
so that the dCOM and BOM can be more
effective in supporting those candidates and to
make the ordination process fair and inclusive.
Here are the resolutions that was included in the
GBHEM Legislation Packet.
Translation and Cultural Accommodation
for Candidates

Discipline Paragraph: 310 and 666
Amend ¶310.2b)(2) and ¶666
The district committee on ordained ministry
through the Board of Ordained Ministry shall
seek ways to consider cultural and ethnic/
racial realities and language translations as

¶666. Add after current ¶666.3
and renumber following subpoints.
4. The committee, through the
Board of Ordained Ministry,
shall seek ways to make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cultural and ethnic/
racial realities and language
translations as candidates meet
the requirements for candidacy, including
interviews, psychological assessments,
criminal background, and credit checks.
Rationale: To honor the language and
cultural realities of candidates who do not
speak English as their first language and
respond to the need for some candidates to
need translation or other accommodation
to successfully complete certain candidacy
requirements.
I believe this resolution is a milestone for the KA
community as well as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s it opens the hearts, minds and doors
of our church to be hospitable and considerate
of those who are called to Ordained ministry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This resolution will help the
church to be mindful of the challenges for the
KA candidates as well as those who are from
other cultures.
Also, this resolution will be a stepping stone
for the UMC in being the Global church in
welcoming and supporting all those God calls
to ministry from all cultures and languages.
I would like to thank the members of the Task
Force for their excellent work. I would like to
especially acknowledge the Rev. HiRho Park
for her guidance in helping the Task Force
submitting the resolution to the GBHEM.
The task force includes:
Rev. Grace Pak, Task Force Chair
Rev. Paul Chang of the Korean Ministry Plan
Rev. Kun Sam Cho
Rev. Eugene Han
Rev. Pauline Kang
Rev. HiRho Park of the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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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총회:

선거로 시작된 두 번째 주

사법위원 선출 모습

개회예배
교단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의 5
월 16일 예배에서 루이지아나 연회의
Cynthia Fierro Harvey 감독은 마
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본
문으로 설교를 했다.
Harvey 감독은 “우리 ‘잔치’가 총
회이건, 하나님의 나라이건, 이 잔치
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했
다. 또한, 2016 총회 참석자들에게 우
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
도록” 부름 받았음을 상기시켰다.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왕처럼 하
나님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 오라고 초
대하시지만, 잔치를 통해서 변화가 있
기를 기대하신다고 강조했다.
총회위원회 선거
현 총회 서기인 L. Fitzgerald “Gere”
Reist II 목사의 뒤를 이어 Gary W.
Graves 목사는 다음 총회의 새로운
서기로 섬기게 된다. Graves 목사는
2004년 이후부터 총회의 청원안 서기
로 섬겨왔으며, 켄터키 연회의 서기로
일한 바 있다.
아프리카 해외지역총회의 Betty
Katiyo와 Mills Maliwa 목사, 필리핀
해외지역총회의 Phebe Cosmiano
씨, 중북부지역총회의 Beth Ann
Cook 목사와 Gary George 목사, 북
동부지역총회 Joseph DiPaolo 목사,
중남부지역총회 Laura Merrill 목사
와 Juliet Spencer 목사, 남동부지역

없게 된다.

총회 Steven Furr
그리고 서부지역총
회 Marie KuchStanovsky가 총
회위원회로 선출되
었다.
2016 총회에 선
출된 총 864명의
대의원 중에 청소년
이 부족한 탓에 이
번 총회위원회에는
지난번에 이어 또
다시 청소년대표가

2016 총회 대의원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청원안들을 다루기에 앞서 사법위원회, 고등
교육자문위원회, 그리고 총회위원회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먼저 했다. 그 후
에 공식투표가 진행됐다.

Gulele 등 3명이다.
사법위원들은 8년의 임기로 선출
되며, 2012년 선출되거나 재선출된 4
명의 사법위원들이 아직 위원으로 활
동하고 있다.

사역을 알리는 행사들이 있었다. 아침
에는 전체회의에서 새로 선정된 Dea-

고등교육자문위원회 선출
고등교육자문위원회로는 북서 Katanga 연회의 Owan Kasap Tshibang
목사, Côte d’Ivoire 연회의 Djoman
Nathanael Ohouo 목사, 켄터키 연회
의 Bill T. Arnold 목사 그리고 United
Theological Seminary의 David F.
Watson 목사가 선출되었다.

사법위원회 선출
2016 총회 대의원들은 9인으로 구
성된 사법위원회의 공석을 채우기 위
해 2명의 목회자와 3명의 평신도를 선

“Black Lives Matter”의 시위로 총회
가 잠시 멈추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외치며 150
명에 가까운 연합
감리교인들이 총
회 전체회의 장소
에 들어와 억압받
고 소외 받는 자
들을 위해 목소리
를 높였다. 여러
인종의 목사, 평
신도, 여성, 남성
으로 구성된 이들
은 LGBTQ 사람
들의 온전한 교회
참여를 상징하는
무지개 스톨을 입
고, “모든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총회 본회의 중 “Black Lives Matter” 시위 모습
(#BlackLives출했다.
Matter):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빈민,
새로운 2명의 목회자 위원은 노
이성애자, 레즈비안, 게이, 불구자, 여
르웨이의 Øyvind Helliesen 목사
성, 남성, 청소년, 어린이”라고 쓰여진
와 캘리포니아 Lakewood의 Luan현수막을 들고 시위했다. 이들의 시위
Vu Tran목사이다. 새로 선출된 평
는 인디아나 연회의 Michael Coyner
신도 위원들은 필리핀 마닐라의 Ru감독이 진행하는 오후 2시 전체회의
ben Reyes와 켄자스 주 Lawrence
가 시작한 직후에 일어났다. 시위자들
의 Deanell Reese Tacha, 그리고
이 회의장을 나간 후 Coyner 감독은
모잠비크 Maputo의 Lídia Romão
기도를 하고 다시 회의를 재개했다.

연합감리교여선교회 창립 150주년 기념행사 모습

텍사스연회 대의원인 Stephen
Wende 목사는 전체회의에서 개회기도

주목할만 투표
대의원들은 루완다를 연합감리교회
의 준 연회로 만드는 청원안을 승인했다.
나이지리아와 짐바브웨에 두 명의
감독을 추가하는 안건은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다. 그 대신 대의원들은 2020
년 총회 이후에 5명의 감독을 추가하기
위한 “해외지역총회 관련 상임위원회”
를 추천하였다.
첫 번째의 합의된 의사일정(first
consent calendar)에서 “안수신학을
더 깊이 있게”라는 제목의 목회 연구 작
업이 채택되었다. 이 연구는 안수, 성례
의 권위, 이에 관련된 성령의 역할에 관
해 그 의미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한 것
이다.

한국어 통역관들의 모습

와 폐회기도를 제외한 다른 안건들은
모두 일단 뒤로 미루고 우선 각 입법
위원회들이 승인한 청원안들과 “꼭필
요한 선거들”을 먼저 해결하자는 동
의를 했다. 이 동의는 안건위원회로
넘어갔고, 안건위원회에서는 전체총
회의 스케줄을 바꾸지 않을 것을 만
장일치로 결정했다.
축하
이날 오후 대의원들은 짐바브웨에
소재한 아프리카 대학의 25주년을 기
념하기 위해 잠시 축하의 시간을 가졌
다. 아프리카 대학의 부총장인 Munashe Furusa는 “여러분들과 연합
감리교회는 이 변혁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감리교여선교회 창립 150주년 기념
연합감리교 여선교회 총무인 Harriett Olson은 여선교회 여성들이 오늘

coness들의 안수식이 있었고, 점심시
간에는 오레곤 컨벤션센터 앞에서 “우
리의 물을 더럽히지 말라”는 대중행사
를 집행했고, 오후에는 여선교회의 대
의원, 스태프, 회원들과의 만남의 시간
을 진행했다.
다른 소식
1500명 이상의 연합감리교 목회자
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적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옹호한 이유로 LGBTQ 목회
자가 제적되었을 때 그 목회자 대신 설
교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에 서명했다.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은 기독교적 생
각과 신념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일치를 위해 함께 일하고 한 공동
체를 이룰것을 약속한 “책임 서약”을 수
용했다.
북텍사스 연회 예비 대의원인 Joe
Stobaugh 목사는 토요일 본회의 간주
곡으로 유명한 정통 재즈 “Take Five”

총회 대의원 장위현 목사의 모습

날에도 150년 전과 다름없이 영적 성
장, 섬김, 그리고 여성, 어린이, 청소년
을 위한 옹호의 사역을 계속하며 “앞서
간 여성들의 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다
고 말했다. 이날 하루 종일 여선교회의

곡을 색서폰 솔로로 연주했다. Grace
Avenue 연합감리교회(Frisco, Texas)
의 worship and arts 목사인 그는 플
로리다 탬파 2012 총회의 예배밴드에서
연주한 바 있다.

www.KoreanUMC.org를 방문하시면 소식과 알림, 자료와 정보, 사역과 신앙생활, 기관행사 및 이벤트 안내 등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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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

5월 17일 총회:

교단 분열 소문을 종식시키다

개회예배
세계감리교협의회의 총무인 Ivan
M. Abrahams는 마태복음 18:10~14의
말씀을 본문의 설교에서, 예수 이외 다
른 것에 충성할 때 큰 위험이 있을 수 있
다는 경고를 하였다.
Abrahams 감독은 교회가 스스로
제국이 되어버리는 예는 역사에 너무나
많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콘스탄틴 황
제의 예수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권력, 특권, 이득을 누리며 안락하게 살
면서 ‘작은 자’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인간보다 이득을 앞세우
고 십자가가 없이 그리스도를 외치는 격
이 되어버린다고 하였다.
또한, 감리교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일해왔다고 강조하며, “여
러분, 오늘날에도 감리교가 소외된 자
들을 돌보고 있습니까?”라며 도전하
였다.
Ough 감독: 총감독회는 교회 분열을 지
지하지 않는다
총감독회의 회장인 Bruce Ough 감
독은 LGBTQ 사람들을 온전히 교회에
받아들이는 문제로 2016 총회 중 고통
과 분노가 끓고 있는 것을 인정하였으
나, 총감독회는 교회의 화합을 지지한
다고 말했다.
감독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단 내의 이견을 살펴보고 2018년에는
회의를 열어 교단 분열을 논의한다는 소
문이 온라인상에 돌고 있었으나 Ough
감독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Ough 감
독은 또한 감독들 간에도 이견이 있다
고 시인했다.
그는 또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
어들”을 고려 중이며, 교단의 새로운 구

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혁신적이라 할만한 새로운 아
이디어들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려해
보았다”라고 하면서, 감독들이 진보, 보
수 양 진영의 그룹을 모두 만났다고 말
했다.
형제여, 2000만 불을 주실 수 있나요?
대의원들은 교단 내 사역을 위해 쓸
수 있는 기금 중 2000만 불을 미국 내의
교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로 전환
하는 청원안을 사법위원회에 의뢰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이성옥 부국장 모습

사법위원회는 이 계획이 연합감리교회
헌법에 비추어 적법성을 판단할 것이다.
텍사스 연회의 대의원인 Donald
House Sr. 는 전략과 성장 상임위원회
라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상한 사람이
다. 경제학자인 그는 연합감리교회가
미국에서 단단한 미래를 위해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14년밖에 남지 않았다
고 보고 있다. 그의 계획은 교회성장 전
문가들과 “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
업가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만들어 교
회성장을 위한 전략을 짜
는 것이다.
몇몇 대의원들은 그런
이사회가 총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지 않겠느냐
는 우려를 하며 반대하였
다. 총회는 교단사역과 업
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진 최고의 결정기관
이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이사회
Bruce Ough 총감독회 회장이 성명서를 읽고 있다.
에서 임원으로 있으면서

2016 총회가 처음엔 좀 천천히 진행되는 듯하더니, 이제는 전속력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 대의원들은
2000만 불 교회성장 전문가 그룹에 투자, 미국의 감독 종신제를 폐지, 새로운 찬송가를 편찬 등의 안
건들을 심의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이 모든 것은 교단 분리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동안 이루어졌다.

결국 자신들의 회사로 가게 될 돈을 관
장한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는가 하는
질문도 하였다.
총회는 우리가 이해타산을 따지는 동
안 우리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했다.
새찬송가 계획이 승인되다
연합감리교회는 1989년 이후 다시
찬송가를 만들게 되었다. 새찬송가는
온라인 클라우딩으로 만들어지며,
수요에 따라 인쇄 출판도 할 계획이
다. 주류교단이 첨단기술의 찬송가
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인으로 구성된 찬송가개편위
원회 개설이 합의된 의사일정(consent calendar)에 포함되어 승인되
었다. 2020년 총회에서 찬송가자문
위원회의 제안이 승인되면, 빠르면
2021년에 새찬송가가 나오게 된다.
주목할만한 투표
미국에서는 한번 감독으로 당선
되면 평생 감독으로 지낸다. 미국 감
독의 임기제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자
는 청원안이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최종집계는 찬성
482표, 반대 332표였다. 미국 외의 지역
에서는 감독의 임기제가 실행되고 있다.
집사 목사(Deacon)들의 성례 집례
를 위한 허가를 받는 절차가 쉬워진다.
집사목사가 감독에게 직접 연락하여 허
가를 받을 수 있는 청원안이 승인되었
다. 과거에는 집사목사를 대신해 담임
목사나 감리사가 요청을 하도록 되어있
었다.
해외총회의 신학교육자금(Theological Education Fund)을 마련해 주
는 새로운 방법이 승인되었다. 일반행정
자금(General Administration Fund)
을 위한 해외총회 부담금 75만 불 초과
기금은 모두 교육자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됐다. 원래의 청원안은 해외총회신
학교육자금을 세계선교자금에서 분리
시켜 단독자금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으
나, 입법위원회에서 수정되었다.
오후 전체회의에서 목회강화안
(Asian American Language Minis-

새로운 찬송가 프로젝트 진행 승인
연합감리교회 기관들 필요에 따라 인
쇄하거나 인터넷 클라우딩을 이용하는 찬
송가 제작을 계획하다.
15인으로 구성된 찬송가개편위원회
개설이 합의된 의사일정((consent calendar)에 포함되어 승인되었다. 2020년 총
회에서 찬송가자문위원회의 제안이 승인
되면, 빠르면 2021년에 새찬송가가 나오
게 된다.
연합감리교회는 1989년 이후 다시 찬
송가를 만들게 되었다. 새찬송가는 온라
인 클라우딩으로 만들어지며, 수요에 따
라 인쇄 출판도 할 계획이다. 주류교단이

첨단기술의 찬송가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월 17일 화요일, 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는15명의 찬송가개정위원회의 개설
청원안을 합의된 의사일정(consent calendar)으로 승인했다.
이것은 연합감리교회 출판부와 총회
제자훈련부가 필요했던 새로운 모음집을
위해 큰 진전이다. 이 두 기관은 찬송가를
위한 책임을 공유한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
을 반영할 수 있는 교회의 찬송을 지속해
서 다듬을 때가 왔습니다”라고 테네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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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대의원이며 연합감리교회 총회제자훈
련부 스태프이며 오랜 동안 교회음악 목
회자로 사역한 Jackson Henry 목사는 말
했다.
“우리가 제자도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찬
송가의 내용들이 연합감리교회 차세대의
소리를 담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연합감리교회 출판부 편집 책임
자이며 최고 경영자인 Brian Milford는 출
판부가 진행할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출판부와 제자훈련부는 세부 계획과
일정을 세우는 일에 협력해 나갈 것입니

try Plan, Pacific Islander Ministry
Plan, the National Plan for Hispanic
Ministry, Korean Ministry Plan)과
Accessibility Grants for Churches, United Methodist Global AIDS
Fund를 승인했다.
대의원들은 헌법개정을 승인하여,
총감독회가 감독의 사역에 관한 책임
을 묻는 규정사항을 만들 권한을 총회
에 주었다. 감독에 관한 고발 과정을 바
꾸는 법안도 승인했다. 새로운 법안은
180일이라는 확실한 시간을 주어 지역
감독회에서 지도과정을 통해 고발사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법
안은 총감독회가 3분의 2의 투표로 지
역감독회로부터 고발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두 개의 특별 주일이 만들어졌다.
여성 사역 주일은 연회가 각자 결정하
는 날에 매년 열
릴 수 있다. 선교
봉사자 주일은
개 체 교 회에 서
정한 날에 매년
열린다. 이 두 주
일 모두 특별헌
금은 없다.

별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6년은 오클라호마 원주민 선
교연회가 총회에서 선거권을 받은 지
4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이 오클
라호마 선교연회는 1972년 아틀란
타 총회에서 연회로 인정을 받았으
나, 발언권만 있고 투표권은 없었다.
그 후 1976년 총회에서 투표권을 받
았다. 마침 그해 총회 장소도 포틀랜
드였다.
2016 총회에서 감독들이 건강문
제로 고초를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
다. 은퇴한 Richard B. Wilke 감
독은 강단에서 넘어져 어깨 골절상
을 입었다. 수술이 필요한 부상은 아
니며, 5월 18일에 있는 제자 성경공
부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
이라고 했다. 중앙 콩고 연회의 David Kekumba Yemba 감독은 말라

다른 뉴스
대의원들 은
총감독회에 현
재의 “아픔”으
로부터 교단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칼팩연회 Minerva G. Carcaño 감독, 이성현 목사, 함정례 목사가
요청은 Ough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
감독이 오전 설
교를 통해 교회 일치를 역설했으
리아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나 LGBTQ 사람들을 온전히 교회
Yemba 감독은 5월 12일 피로로 인
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지 않아서
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입원한 바 있
비롯되었다. Great Plaines 연회의
다. 5월 17일 회의에 오려고 준비하
Mark Holland 목사는 Ough 감독
는 중에 다시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
이 일치를 말했지만, 앞으로 나아가
원에 재입원하고 말라리아 판정을
야 할 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받았다. 플로리다연회의 Kenneth
총감독회가 오늘 만난 후 내일 답변
Carter 감독은 총회 첫날 넘어져 힘
을 가져올 것을 요청했다. 감독들은
줄절단복구수술을 받은 바 있다.
총회에서 투표를 하지는 않지만, 특

다”라고 그는 말했다. “가장 시
급한 것은 위원회 구성과 그 일
을 위한 정책을 조정하는 것입
니다”
이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만
들어져, 새로운 찬송가가 많은
웨슬리 신학의 일관으로 따라
온 현대적 예배 찬송을 연합감
리교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출판부와 제자훈련부
는 기대하고 있다.
2020 총회에서 찬송가자문위원회의
제안들이 승인되어야 하며, 빠르면 2021
년 새로운 찬송가가 나올 것이다.
1989년에 편찬된 연합감리교회 찬송
가는 약 6백 만부가 배포되었고, 아직도
일 년에 2만 5천부가 팔리고 있다.
텍사스주 Fort Worth 시에서 열렸던

2008년 총회에서 찬송가개정위원회의 청
원안이 승인되었었으나 경제불황에 따라
출판부와 총회제자훈련부가 더는 진행하
지 못했다.
글쓴이: Sam Hodges, 연합감리교회 뉴
스서비스(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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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총회:

예상대로 인간의 성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다
원회는 부당행위를 한 목사가 “정당한
해결” 과정에 있는 동안에 의무적인 처
벌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사법위원회는 정당한 해결이란 “부
당행위를 처리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
다”고 했다. 그러나 “정당한 해결을 만
들어 내는 과정 중에 특정한 처벌을 요
구하는 것은 위헌이다. 왜냐하면, 목사
가 재판을 받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
고 밝혔다.

조영진 감독을 포함한 은퇴하는 감독들이 소개되고 있다.

2016 총회는 성 문제 관련 토론을 보
류하다
대의원들은 그간 4년에 한 번씩 토
론한 인간의 성 문제에 관해, 이번에는
이 문제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인간
의 성 문제 관련에 관한 토론을 보류하
고 새롭게 만들어질 위원회에 이 문제
를 넘기도록 하자는 총감독회의의 추천
안을 받아들이기로 5월 18일 늦은 오
후 결정했다.
이 추천안을 발표하면서 총감독회
의의 의장인 Bruce 감독은 “우리는 연
합감리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
을 받아들여 연합감리교회를 기도의 시
간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라며, 또한 “입
법활동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

총회 대의원(Reserve) 정성식 목사의 모습

5월 19일 총회:

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도적으로 찾
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감독들은 또한 이러한 안건들을
다루기 위한 특별총회를 2018년 또는
2019년에 소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
했다.
개회예배
Mississippi 연회의 James Swanson Sr. 감독은 5월 18일 개회예배의
설교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던 그림자
적인 존재는 항상 따르며 악도 동행하
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마태복음
12장 43~45절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이
마른 지역을 떠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
다가 다른 7개의 악한 귀신까지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본문을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며, “사탄은 혼
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
니다. 사탄은 파티를 좋아하
는데, 혼자서는 파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단
체로 몰려다닙니다. 사탄이
안착할 만한 집을 찾으면, 사
탄은 자기 그룹을 만듭니다”
라고 했다.
사법위원회: 처벌 의무조항
은 위헌이다
연합감리교회의 사법위

Sand Creek 학살을 기억하고 애도하다
대의원들은 법안관련 문제를 잠시
보류하고 감리교 운동과 관계가 깊은
비극적 역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1864
년의 Sand Creek 학살이 그 주제였고,
한 역사학자와 학살 생존자들의 후손
인 Cheyenne 족과 Arapaho 족의 원
주민들이 연설을 했다.
Mountain Sky 연회의 Elaine J.W.
Stanovsky 감독은 원주민후손들과 이
행사를 함께 계획하였다. 이 행사는 연
합감리교회가 Sand Creek 학살사건
을 참회하는 입장을 보여준 가장 최근
의 행동이다. Stanovsky 감독은 “우리
는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말하기 위하
여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라고 말했다.
학살 생존자의 북 샤이엔(Northern Cheyenne)족 후손인 William
Walks Along은 우리는 이제 감리교회
와 우정의 손을 잡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신뢰와 존경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총회에서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축하 잔치
오늘의 아침회의에는 2008년에 시
작된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캠
페인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다음 단계
인 “Abundant Health”를 소개했다.
Abundant Health 캠페인은 최소한 만
개의 미국 내 교회와 연대하여 신체 활
동 촉진,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담배와

새로운 선교사 파송, 특별총회 비용

ses Kumar는 현
재 5990만 불로 책
정되어있는 20172020 회기 교단
예산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 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
침해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별총
회 기간이 2일일
열릴 경우 339만
불, 3일일 경우 412
만 불의 경비가 들
파송되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정희수 감독
것으로 예상하며,
총감독회의 계획의 비용은?
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20년 총
감독들은 교단의 오랜 동성애 논쟁
회 기간을 특별총회가 열린 기간만큼 줄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계획을 세웠는
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데, 그 비용이 문제이다. 그러나 아주 큰
감독들은 인간의 성 문제에 관련된
비용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교회의 입장을 연구하는 특별위원회의
총회재무행정협의회의 총무인 Mo비용이 100만 불 미만으로 들것이라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토론할 것인가를 토론하였다면, 오늘은
투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투표를 했다. 긴장, 좌절, 그
리고 혼동의 하루를 보낸 후 “매듭을 짓자”라는 결정을 내
렸다. 대의원들은 오늘 대부분을 인간의 성 문제에 관한 교
단의 입장에 관한 수십 가지의 청원안을 전체회의에서 결정
지을 것인지, 아니면 이 어려운 문제를 총감독회의가 만든
특별위원회에 일임할 것인지를 토론한 후, 일임하기로 결정
했다. 이 새로운 위원회는 이 문제를 연구하여 장정에 있는
인간의 성에 관한 구절을 모두 개정하는 추천을 할 가능성
도 있다. 2018년에 특별 총회가 열리게 될 수도 있다.

마약이 없는 삶
을 위한 교육,
그리고 정신 건
강을 위한 프로
그램을 계발할
계획이다.
12분간의
축하 프로그램
을 통해 이날
데뷔한 “할 수
있어요(Able)”
라는 노래는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
들기에서 부탁해서 만들어진 곡으로,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들에 좋은 선물
이 되었다. “아메리칸 아이돌(Ameri-

can Idol)” 상위 12번째 입선자 중 하
나인 Jeremy Rosado가 행사에 참가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노래
를 불렀다.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
의 위원장인 Thomas Bickerton 감독
은 “모기에 의한 질병으로 시작된 운동
이 이제는 종교기관의 전세계 보건운동
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
라리아의 퇴치를 상상해왔습니다. 이제
는 미래 보건 증진을 상상해 봅시다”라
고 말했다.
다른 뉴스
2016 총회 중 5월 17일 초교파의 날
을 맞으며 Moravian 교회와 스웨덴의

연합교회(Uniting Church)와 맺은 새
로운 관계를 축하했다. 연합감리교인들
은 북아메리카 Moravian 교회의 북부
와 남부 지방이 서로의 목회와 선교를

함께 하고 복음을 전할 “온전한 유대관
계” 정립 동의를 승인했다.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해외지역총
회가 아니다.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청
원안이 입법위원회에서 기각되었으나,
대의원들은 34(3) 규정에 의해 전체회
의에 그 문제를 다시 상정시키려 하였
다. 총감독회의에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특별위원회에 그 결정을 맡기자는 동의
안이 부결되었고, 원안을 투표하기 전
에 회의는 끝났다.
대의원들은 청원안을 심의하는 것
을 쉬고 세계 에이즈 기금, 연합감리교
회 연금과 보건혜택 총회, 생동하는 교
회 만들기, 제자 성경공부 30주년 등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 총회에서 인간의 성 문제에 관한 어려운 토론은 피했지만, 쉽지 않은 기금에 관한 안건
등이 얼마 남지 않은 회의 시간을 의식하며 서둘러 다루어졌다. “앞으로 나아가자”는 정신이 우
리 교단을 경제적으로 뒷걸음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배제할 수 는 없다.

통보했다고 했다. 총회재무
행정협의회에는 이미 갈등
중재나 법 소송으로 책정된 기금이 있
다. 이 기금으로 특별위원회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미 원주민을 비하하는 마스코트를 반
대하다
대의원들은 미 원주민들을 비하하
는 마스코트나 상징을 스포츠팀들이 썼
을 때 발생되는 악영향에 관한 의식교육
을 연합감리교회 기관들이 하도록 촉구
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지지로 승인
했다. 이 전의 청원안에는 연합감리교회
단체들이 그런 마스코트나 이미지를 쓰
는 스포츠 팀들이 소속된 도시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문
구가 있었으나, 입법위원회에서 그 문구
를 삭제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2006년 총회위원회는 버지니아주

의 리치먼드에서 2012 총회를 개최하
기로 결정했다가 리치먼드의 마이너리
그 야구팀이 리치먼드 브레이브스팀
(Richmond Braves)이라는 것을 뒤늦
게 파악하고 그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결국 장소를 플로리다주의 탬파로 변경
하였다.
29명의 새로운 선교
사 파송
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을 전 세계에 전파
하라”는 전통적인 선
교의 말씀을 29명의
선교사들에게 일일
이 선포하며 11개국
에서 온 새로운 선교

사들을 16국에 파송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사
용된 파송 예문이 오리건 컨벤션센터를
엄숙하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장으로 만
들었다. Sierra Leone 연회의 John K.
Yambasu 감독은 파송예배 설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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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
2016 총회의 주제인 “그러므로 가
라”라는 주제에 관해 말했다. 감독은
연합감리교인들이 교회의 벽을 넘어
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
들을 섬겨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너
무 “편안해져 버렸다”라고 했다.
은퇴 감독 축하
이날 전체회의에서 은퇴하는 연
합감리교회 감독들을 축하하는 시
간을 가졌다.
은퇴감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중북부지역: Bishop Michael
Coyner, Bishop John Hopkins, Bishop Jonathan Keaton, Bishop Deborah Kiesey.
• 서부지역: Bishop Warner H.
Brown Jr. and from the
Northeastern Jurisdiction are
Bishop Marcus Matthews
and Bishop Jane Middleton.
• Middleton 감독은 이미 은퇴하
였으나 임시감독으로 활동해
왔다.
• 동남부지역: Bishop Young Jin
Cho, Bishop Lindsey Davis,
Bishop Larry Goodpaster,
Bishop James King and Bishop Michael Watson.
• 중남부지역: Bishop Robert
Hayes Jr. and Bishop Janice
Riggle Huie.
• 해외지역총회: Bishop John Innis (Liberia), Bishop Kainda
Katembo (Southern Congo),
Bishop Nkulu Ntanda Ntambo (North Katanga), Bishop
Rosemarie Wenner (Germany) and Bishop David Yemba
(Central Congo).
인간의 성에 관련된 청원안들을 보
류하기로 한 계획에 대한 대의원들
의 반응
인간의 성에 관련된 법안들을 투
표할지 아니면 감독위원회가 임명하
기로 한 특별위원회에 일임할 것인지
를 온종일 토론한 후, 대의원들은 후
자를 택하였다. 이 결정으로 의견 양
분으로 파생되는 감정적인 싸움은
일단 막은 것 같다. 그러나, 대의원들
은 모두 이 결정에 대해 복잡한 심경
을 표출했다.
주목할만한 투표
대의원들은 동남아시아와 몽골
에 새로운 해외지역 임시총회를 설
치할 것을 승인했다.
Religious Coalition for Reproductive Choice 단체에서 교단
의 멤버십을 취소하는 청원안이 승
인되었다. 이 단체를 지지하는 문구
를 총회결의문집에서 삭제하는 청
원안도 승인되었다. 연합감리교회
는 1973년에 설립된 이 단체의 창립
멤버이다. 총회사회부와 여선교회는
현재 이 단체의 멤버이다.
대의원들은 총회결의문집 안에
있는 “미국 내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건” 조항의 문구를 개정하는 청원
안을 승인하였다. 이 개정은 지난 4
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보건관련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Imagine No Malaria)
축하잔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
2008년에 시작된 말라리아 없는 세
상 만들기 캠페인 성공을 축하하며 연
설자들과 찬양자들, 그리고 무용가들은
“Abundant Health: 어린이들과의 약속”
이라는 새 캠페인을 통해 2016 총회에
참석한 연합감리교인들과 더 많은 꿈을
나누었다.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의장인
Thomas Bickerton 감독은 “보건은 인류
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디자인이다”
라고 말했다. “보건과 온전함은 존 웨슬
리가 18세기 영국에서 말을 타고 여러 곳
을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의 의미
를 전파할 때부터 시작되어 감리교인들
에게 지속적인 희망이 되어왔다.
“모기에 의한 질병으로 시작된 운동
이 이제는 신앙이 이끄는 전 세계 보건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는 모두 말라
리아의 퇴치를 상상해왔다. 자, 이제 보건
증진을 상상해봅시다”
이 12분간의 축하잔치는 연합감리교
회 공보부와 총회세계선교부와의 협력으
로 이루어졌다. 이 축하 프로그램에서 모
든 연령대의 기부자들이 참여한 대중 캠
페인을 담은 영상과 이 캠페인이 아프리
카 대륙의 말라리아 퇴치에 얼마나 큰 공
헌을 했는가를 보여줬다. 이날 불려진 “할
수 있어요(Able)”라는 노래는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에서 위탁한 곡으로, 전

공을 발판으로 앞으로 최소한 만 개의 미
국 내 교회와 연대하여 신체 활동 촉진,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담배와 마약이 없
는 삶을 위한 교육,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발할 계획이다.
“우리는 말라리아 없는 세상을 상
상해 왔고, 이제는 미래 보건 증진을
상상할때 입니다”라고 총회세계선교부
Thomas Kemper 총무는 말했다.
총회사역 세계보건프로그램 총무인
Dr. Olusimbo Ige 박사는 건강하지 않
다는 것은 “꼭 병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실현
되지 않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
상 전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한명 한명 다
보살피길 원하고,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기를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
미래보건 증진(Abundant Health) 캠
페인은 총회세계선교부에 의해 진행되
며, 2020년까지 백만 명의 어린이들의 생
명을 살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콩고민
주공화국, 아이티,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등이 집중 지역이 될 것이라
고 Ige 박사는 말했다. 그녀는 또한 어린
이들의 비만 비율이 지난 30년 동안 두

세계기금과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10년에 힘
을 합쳤다. 오늘날, 연합감
리교회는 전 세계 종교단
체 중 유일무이하게 세계
기금의 가장 큰 비정부 기
증자 중의 하나이다.
연합감리교회 사람들은 말라리아로
인해 매2분마다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말라리아 퇴치
를 위해 현재 680만 불 이상을 모금했다.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는 예방, 치료,
정보, 교육을 통해 아프리카에서의 말라
리아 퇴치를 위한 750만 불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상으로 사람들은 그들
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
의 딸과 아내가 말라리아로
사망했습니다”라고 콩고민
주공화국의 Gabriel Yemba
Unda 감독은 말했다.
“저는 말라리아로 인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라고
모잠비크의 Joaquina Filipe
Nhanala 감독 또한 덧붙였
다. “너무 많은 가족들이 말 American Idol 입상자 Jeremy Rosado가 말라리아 없
라리아로 인해 고통받았습니 는 세상 만들기가 특별히 위탁한 “Able”이라는 곡을 열
다” 라고 연합감리교회 공보 창하고 있다.
부의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은
들기 담당 책임자인 Gary Henderson목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는 말했다.
열정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
Rosado가 “확고히 하라 그리고 우리
공을 축하하고, 또 이 캠페인이 성공할
가 믿는 것을 보여주라”고 노래 부르며
수 있도록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기쁨
을 나눕니다”

함께하면 효과적이다

세계 연합감리교인들에 좋은 선물이 되
었다. “아메리칸 아이돌(American Idol)”
상위 12번째 입선자인 Jeremy Rosado가
행사에 참가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불렀다. 이 곡은 아마존
뮤직과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웹사
이트 그리고 유튜브에서 무료로 다운 받
을 수 있다.

미래보건 증진(Abundant Health):
어린이들을 위한 우리의 약속
세계적으로 6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매년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점을 지적하며 이 보고서는 다음 2020
총회까지 백만 명의 아이들을 살리고 보
건을 촉진시키는 다음 단계를 소개했다.
미래보건 증진(Abundant Health) 캠
페인은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의 성

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교회가 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요청하
거나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을 가능케 하
는 주님으로 인해 삶이 전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연합감리교인들의 하
나 됨을 통해 이루신 그 엄청난 일을 축
하합니다”라고 Bickerton 감독은 말했다.

배 이상 증가한 미국도 우려를 나타냈다.
제네바에 소재한 “에이즈, 결핵, 말
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의 대외관계 디렉터인Christoph
Benn이 이 축하의 자리에 함께하였다.

열띤 회중을 이끄는 가운데, 밝은색 옷을
입은 무용수들은 색색의 테이프를 흔들
며 본회의장 사이를 누비며 춤을 추었다.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그는 물
었다. “우리는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
이 반으로 줄어든 것을 보았습니다. 우

기자회견에서 Benn은 연합감리교회
와의 파트너십은 종교기관과의 파트너십
의 모델입니다. 우리 교단은 정부 지도자
들과 유엔, 그리고 비정부 단체들과 협
력하는 부분에서 다른 파트너 단체들에
게 잘 알려져 있다. “이상적으로 이 이
슈에 대한 초교파적인 네트워크가 이루
어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Henderson 목사는 말라리아 없는 세
상 만들기 캠페인은 전 교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졌고, “함께하면 더 효과적”이라
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우리는 원
대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여러 손이 합
할 때 이루어집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글쓴이: Crystal Caviness, public relations / Barbara Dunlap-Berg, 연합감
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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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반유대주의를 반대하다”
라는 청원안이 찬성 336표 반대 446표
로 부결되었다. 이 청원안을 검토한 입
법위원회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고, 대
신 “이웃과 증인이 되기로 부름 받고:
타종교와의 관계 지침”이라는 청원안
을 지지하였다.
축하
감리교회의 온전한 여성안수 60주

5월 20일 총회:

년, Francis Asbury 추도 200주년 기
념, 연합감리교회출판국에서 퇴임하
는 회장 Neil Alexander 의 공로를 기
념하는 등 여러 축하의 시간이 있는 하
루였다.
한국 전쟁과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사역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장위현 목
사, 김정호 목사, 조건삼 목사, 우경아 목
사 등이 연단에 올라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연합감리교회가 한반도

증액된 예산 통과

평화위원회 장위현 목사의 총회보고 모습

소액 증가된 예산안 통과
5월 20일에 교단총회 대의원들은
2017~2020년 회기 예산을 지난 회기
예산보다 소액 증가된 6억4백만 불의
예산을 승인했다. 16년째 최소 예산 기
록을 세울뻔한 2016년 교단 총회 대의
원들에게 처음 제출된 5억9천 9백만
불보다 다소 증가한 액수이다.
개회예배
2016년 교단총회의 교단총회 마
지막 날 Mountain Sky 지역 Elaine
Stanovsky 감독은 chdghl 참석자들
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기에, 우리는 분
열된 상태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
고 거듭 상기시켰다. Stanovsky감독
은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열흘
간의 모임이 끝난 이후의 일이라고 결
론 맺으며, 교단총회에 모였던 참가자
들에게 포틀랜드에서 일어났던 일들
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생명을 선택”
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LGBTQ 사람들 마지막 시위를 위해 집결
2016년 교단총회의 마지막 날인 5
월 20일에 다수의 LGBTQ 지지자들이
회의장에 모여 “나는 잊혀지지 않았습

니다, 여러분도 잊혀
지지 않았습니다. 하
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
다”라는 찬양을 부르
며 시위를 하였다.
이 시위에 참가했
던 LGBTQ 지지자들
은 자신들의 평화적
시위가 함께 했던 동
료들이 교단총회를
떠나 각자의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기 전
에 모여 서로를 격려
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연합감리교회 LGBTQ 지지자 Jayson
Dobney는 “동성애자들은 이 총회에
서 정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
시위는 총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
한 것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투표
열띤 토론의 절충을 거듭한 후에,
2016 총회에서 총회은급의료혜택부의
투자에서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에
너지 회사들이 기후환경에 관심을 가

의 평화를 위해 지지와 기도를 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회의를 주관한 Minerva
Carcaño 감독은 대의원들에게 나누어
진 나무로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십자
가”가 위스콘신 연회의 정희수 감독의
한국 고향에서 만들었다고 전했다.
다른 뉴스
사법위원회는 교단기금에서 2000
만 불을 전용해 연합감리교회 “전략
과 성장 상임위원회”를 만들자는 안건
은 위헌이라고 판정하였다. 이 개정된
청원서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어떠
한 형태로 구성될지, 그리고 2000만
불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쓰일지에 관
해”언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회가 “총회기관의 임무, 기능,
책임 등을 관장할 수 없다”라고 덧붙
였다.
총감독회의의 지도부가 이날 전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되었다.
• 신임회장: Bruce Ough 감독
• 차기 지정회장: Kenneth Carter

여성 목회자 안수 60주년 축하 발표를 하고 있는 총회고등교육사업부 박희로 목사 모습

감독
• 총무; Marcus Matthews 감독
• 교회화합서기: Michael Watson
감독
• Cynthia Harvey 감독은 서기로
재임하게 된다. 총감독회의의 전임
회장인 Warner H. Brown Jr. 감
독도 리더십팀에 계속 있을 것이다.
대의원들은 총회재무재정협의회의

이사인 Delmar P. Robinson의 부고
를 들었다. Robinson은 이사직에 다
시 공천되었었다. 대의원들은 Robinson과 그의 친지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의 죽음으로, 총회는 총감독회의가
공천인 리스트를 수정할 때까지 총회
재무재정협의회의 이사를 뽑는 투표
를 보류하기로 했다.

총회의 마지막 날을 맞은 대의원들의 마음속에는 현자 Jerry Reed의 “갈 길은 먼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
다. 투표하는 시간을 30초에서 10초로 줄였고, 진행하는 감독들은 대의원들에게 발언을 줄이고 더 많은 안건을 표결하자고 독려했
다. 대의원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회의 마감 전에 더 많은 안건들을 결의하려고 온 힘을 다했다.
지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더 나은 투
자 방법으로 교회투자의 철회를 할 것
인가 아니면 개입할 것인가 하는 논의
가 되었다. 최종적으로 대의원들은 화
석연료 회사들의 투자에 대한 조사를
하자는 문구의 교회법 개정에 대항하
는 의견에 찬성표 630표의 찬성과 101
의 반대로 조사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
하였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가지는 투자에
관한 논의 가운데 대지를 점유하며 불
법 분쟁 합의를 한 회사들의 투자회수
에 관한 수정안이 559대 167로 부결되
었다. 총회 초반부에 재정업무 입법위
원회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사업하는 기
업 투자회수 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대의원들은 연합감리교회가 지원
하고 있는 특별지정헌금 프로젝트와
공동체 개발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
Wadi Foquin의 지원을 위한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이 수정안에는 그 마을에
서 일어나고 있는 사유 토지 몰수나 삶
을 파괴하는 일에 우리의 우려를 표명
한다”라는 서한을 미국 국무장관 John
Kerry와 다른 국무부 담당자들, 미국
대통령 Barack Obama와 예루살렘의
미국 대사, 이스라엘 시민 관리부 등에
보내는 것이다.

대의원들은 해외총회의 은퇴 의무
연령이 된 감독들이 총회가 끝난 후 3
개월 이내에 은퇴할 것을 요구하는 안
건을 승인했다. 이 승인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해외총회의 감독
들이 총회 후 1년까지 기간이 있었다.
교단의 장정 조항을 개정하기 위
해 필요한 3분의 2의 투표를 넘은 찬
성 509표와 반대 242표로 “교회의 포
괄성”에 관한 장정의 문구를 개정하는
것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삶, 예배 그리
고 교회의 지침에 관하여 차별하지 않
는 리스트 문구에 “성” 그리고 “연령”
이란 말이 더해졌다. 이 개정은 성별 또
는 연령에 바탕을 두는 교회의 유스그
룹 등과 같은 연합감리교회 단체를 보
호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 장정 개정이
최종 승인되기 위해서는 연회에서 3분
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음 총회로 결정이 유예된 모든 청
원안들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는 안
건이 찬성 406표와 반대 361표로 승
인되었다. 총회에 제출된 모든 청원안
은 “입법위원회의 표결을 받는다”와 입

법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안건들은 “총
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받는다”는 것이
다. 총회가 끝나기까지 표결에 부쳐지
지 않은 안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고
려할 때 어떤 사람들은 2020 총회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른
다고 했다.
다른 소식
2016 총회는 2004년에 피선된 이
후 총회 총무로 섬겨오다 은퇴하는
Fitzgerald “Gere” Reist II 목사에게
애정이 담긴 작별인사를 고했다. 신임
총무인 Gary Graves 목사는 Reist 목
사가 늘 연단에서 입던 무늬 산란한 셔
츠를 입지 않고는 회의의 판단을 내리
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농담을 던
졌다.
만일 당신이 집에서 계속 지켜보았다
면, 2016 총회에 의해 마지막으로 투표된
입법안이 총회결의문집에 나온 “창조물
위한 돌봄: 책무와 정의로의 부르심” 부
분의 기존 몇몇 결의 문구들을 갱신하고
합친 구절에 관한 투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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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

2016 총회

최종 주요소식

믿기기는 않겠지만, 2016 총회에서
는 동성애에 관한 논의를 위해 쓴 시간
보다 회의 진행 규정에 관한 논의에 보
낸 시간이 두 배가 넘는다. 입법안 논의
의 대안에 대해 거의 3일을 보낸 후, 연
합감리교회의 최고 입법 기관인 총회는
가장 어려운 이슈인 동성애에 관한 주
제를 연구 위원회에 회부하고 다른 안
건들을 심의하였다.
매일 오후 6시 30분에 모든 회의를
끝내자는 안건의 동의는 늦은 밤의 회
의를 없애므로 참석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 건강을 생각하는 회의가 되자는
것이다. 포틀랜드에서의 10일 동안 대
의원들은 증액된 예산과 교단의 여러
이정표들을 축하하고, 새로운 찬송가
제작을 승인하였다.

대의원들 회의 진행 규정 44 거부

총회의 처음 3일 동안 동성애 이슈
같은 복잡하고 논쟁을 초래하는 입법
안을 다루기 위해 제안된 그룹분별과정
인 회의규정 44를 이용하자는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견이 오가는 등 회의 진행을 위한 규
정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지로 보여주었다. 결국 그들은 그것을
부결시켰다.
총회위원회가 2012년 총회에서 특정
한 주제에 관해 로버트 회의규정(Robert’s Rules of Order)의 대안 과정을
찾아 달라는 요구에 따라 이번 총회에
서 회의규정 44를 권고한 것이다.

동성애 논의에 찬물을 끼얹다

5월 18일 늦은 오후, 대의원들은 이
번 총회에서는 동성애 논의를 뒤로 미
루고, 교회의 규정을 연구하는 위원회
를 발족하자는 총감독회의의 권고를 받
아들였다.
“우리는 법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미
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찾는 것에서 한걸음 물러나, 기도로 연
합감리교회를 이끌어가라는 우리의 영
적인 리더십 역할을 받아들입니다”라고
총감독회 회장인 Bruce Ough 감독이
권고안을 발표하며 말하였다.
이 발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독
들이 대형교회 목사들과 특별이익단체
의 대리인들과 이 논의에 대한 해결방
안을 찾기 위해 만남을 가져왔다라는
뉴스가 나온 뒤에 발표되었다.
이 위임의 결정에 대해 양쪽의 대의
원들은 여러 가지 감정을 가졌다. 감독
들의 권고는 긴장감을 줄이기는 했지

만, 변화를 지지하는 사
람들은 회의에 크게 지
장을 주지 않는 소수의
시위를 하였다. 감독들
이 2018년이나 2019년
에 그 안건들에 대해
특별총회를 소집할 수
도 있다고 Ough 감독
은 말했다. 특별총회에
드는 비용에 관한 논의
로 5월 19일 오후 본회
의 중 논의가 잠시 지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단의 총회재무행정협의회
총무는 2017-20회기의 예산을 전용하
지 않고도 감독들의 계획을 위해 지출
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고 말했다.
총회재무행정협의회는 2일 일정의
특별총회 회의 예상비용을 3백39만 불
그리고 3일 일정의 회의는 4백12만불로
산출했다. 그 비용을 상쇄하는 방안으
로 Moses Kumar 총무는 2020총회를
특별총회가 열리는 기간만큼 줄이는 방
안을 권고했다.

소액 증액 예산 통과

5월 20일 총회 대의원들은 2012년
에 승인된 6억3백십만 불의 예산보다 소
액 증액된 2017~2020 회기의 6억4백만
불의 예산을 승인했다. 이는 또한 16년
연속 연합감리교회의 최저 예산이 될뻔
한 2016년 총회 대의원들에게 제출된
5억9천9백만 불의 예산 원안보다 늘어
난 것이다.

미 원주민을 비하하는 마스코트 반대

대의원들은 미 원주민들을 비하하
는 마스코트나 상징을 스포츠팀들이
썼을 때 발생되는 악영향에 관한 의식
교육을 연합감리교회 기관들이 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승
인했다. 제자입법위원회에서는 연합감
리교회 단체들이 그런 마스코트나 이미
지를 쓰는 스포츠팀들이 소속된 도시에
서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
는 이전 결의안 문구를 삭제 수정하여
통과되었다.

Sand Creek 대학살 상기와 애도

대의원들은 입법안의 심의를 잠
깐 멈추고 대신 감리교와 깊이 연관되
어 있는 역사적인 비극에 초점을 맞추
었다. 역사학자들과 Cheyenne and
Arapaho 미 원주민 학살 생존자 후손
들이 1864년의 Sand Creek 대학살의
주제 연사들로 나왔다.
Mountain Sky 지역 Elaine J.W.
Stanovsky 감독은 Sand Creek 대학
살에 대한 속죄를 위한 연합감
리교회의 최근 노력의 행사 준
비에 후손들과 함께했다. “우리
는 여기에서 듣고 진실을 말하
려 합니다”라고 Stanovsky 감
독은 말했다.
“우리는 이제 감리교회에
우정의 손을 내밉니다. 우리
는 서로 믿고 존중하며 존경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라

고 Northern Cheyenne 원주민의 후
손인 William Walks Along은 말했다.

사법위원회 판결

연합감리교회의 사법위원회는 부당
행위를 한 목사가 “정당한 해결”과정에
있는 동안에 의무적인 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정했 다. 사법위원회는 정
당한 해결이란 “부당행위를 처리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당
한 해결을 만들어 내는 과정 중에 특정
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다. 왜
냐하면 목사가 재판을 받고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사법위원회는 5월 19일 교단기금에
서 2000만 불을 전용해 연합감리교회
“전략과 성장 상임위원회” 신설하자는
안건은 위헌이라고 판정하였다. 사법위
원회는 이 개정된 청원서에는 특별위원
회의 위원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될지,
그리고 2000만 불이라는 금액이 어떻
게 쓰여질지에 관해”언급되지 않았음
을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회가 “총회기
관의 임무, 기능, 책임 등을 관장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연합감
리교회의 구조조정을 위해 발의된 계획
안 중의 하나인 “Plan UMC Revised”
의 일부 구성요소가 합헌에 대한 심사
를 통과하지 못했고, 다른 구성요소들
은 그대로 모두 적법하다고 지난 5월 9
일 판결했다. 일부는 권한의 이슈들에
관한 합헌성의 우려를 나타냈다. 교단
기관들을 조정하고 3개의 기관 위원회
들을 없애는 내용의 “Plan UMC Revised”는 교단의 조정협의체인 연대사
역협의회에 새로운 권한과 힘을 주게 된
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헌법에 의해 총
감독회가 가진 총관리의 권한을 어떻게
Plan UMC Revised가 감시하고 확인
할 책임을 연대사역협의회의에 줄 것인
가 하는 것이다.

감동적인 예배

유일하게 매 4년마다 전세계에서 모
이는 총회는 언제나 축제적이고 감동적
인 예배를 드린다. 이번 총회의 개회예
배는 북서태평양 원주민의 환영 북소리
와 여러 언어로 외치는 “알렐루야”의 불
협화음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예배의 설교는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이 맡았고, 주제는 겸손하라, 남
을 섬겨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
는 그런 교회가 되어라 등이다. 시카고
지역 Sally Dyck 감독은 연합감리교인
들에게 Francis 교황이 말한 것처럼 가
서 자비를 배우라고 종용했다. 시에라

리온 지역 John K. Yambasu 감독은
“우리 세계의 모든 불평등의 악을 제거
하라”는 도전을 하였다. 세계감리교협
의회 회장 Ivan M. Abrahams 감독은
대의원들에게 감리교리는 소외된 자들
을 위한 헌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상
기시켰다. 그는 “총회여 이것이 지금 우
리에게도 사실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Elaine Stanovsky
감독은 참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
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한 채로 이곳을 떠날 수 없
습니다”라고 상기시켰다.

발표 • 축하

2016 총회는 몇 가지 주목할만한 중
대시점을 축하하였다. 여성목회자 온전
한 권리 인정 60주년, Francis Asbury
서거 200주년, 뉴욕의 John Street 교
회의 250주년, 제자성경공부 30주년,
다가오는 아프리카대학 25주년, 그리
고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150주년 등
이다.
5월 18일 오전에는 2008년
에 시작된 ‘말라리아 없는 세
상 만들기’ 축하잔치가 있었
다. 12분의 발표에는 ‘말라리
아 없는 세상 만들기’가 세계
의 연합감리교회에 선물로 주
는 “Able”이라는 노래가 처음
으로 데뷔했다. 텔레비전 프
로그램 “American Idol”의
상위 12등에 들어간 Jeremy
Rosado는 1000명이 넘는 사
람들 앞에서 그 노래를 불렀다.
5월 19일 총회에서는 한국전쟁과 한
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연합감리교
인들과 여러 사람들의 노력의 이야기가
담긴 동영상을 포함한 평화위원회의 발
표가 있었다. 오후 본회의를 주재한 Minerva Carcaño 감독은 이번 총회에서
나누어준 한국어가 새겨진 작은 “평화
십자가”는 위스콘신 연회 정희수 감독의
고향 지역인 북한에 인접한 강화에서 만
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5월 17일 초교파
의 날을 기념하며 Moravian 교회 그리
고 스웨덴의 연합교회와의 새로운 관계
수립을 승인했다. 연합감리교회는 미국
의 북쪽과 남쪽 지방의 Moravian 교
회와의 “온전한 교류”의 협정을 승인했
고,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며, 함께 사역
함을 독려하기로 했다.
2016 총회는 오클라호마 원주민 선
교연회가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처음
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후 40주년 되는
해이다. 1972년 총회에서 처음으로 연
회로 승인되었지만, 오클라호마 원주민
선교연회는 포틀랜드에서 모인 1976년
총회까지 투표권이 없었다.

새로운 찬송가 제작 승인

1989년 이례 연합감리교회는 새로
운 찬송가를 제작하는 계획에 착수했
고, 큰 교단의 첫 하이테크 찬송가가 될
이번 새로운 찬송가는 인터넷-클라우
딩을 바탕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인쇄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2016 총회
에서 5월 17일 15명의 찬송가 개정위원
회 설립 안이 포함된 합의된 의사일정
을 승인하였다.

해외지역총회 이슈들

아프리카는 2020 이후에 5명의 감독

이 새로 늘어난다. 5월 16일 근소한 차
이로 나이지리아와 짐바브웨의 감독 2
명을 즉시 늘리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그 대신에 대의원들은 2020 총회 이후
5명의 감독을 늘리는 해외지역총회 관
련 상임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하였다.
대의원들은 남동부 아시아와 몽골
의 준 해외연회 설립과 르완다의 준 연
회 설립을 승인하였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의원들은 5백
만불을 더해 두 배가 된 천만 불의 해외
지역총회 신학교 교육기금을 승인하였
다. 이 기금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의 연합감리교단 학교들과 목회자와 훈
련과정에 있는 목회자들의 교육을 지원
하게 된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인이 아닌 사
법위원이 사법위원회의 회장으로 선
출되었다. 평신도인 나이지리아의 N.
Oswald Tweh Sr.가 교단의 최고법원
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끌게 되
었다.

대의원들은 5월 16일 논의를 잠깐
멈추고 교단의 기쁜 역사 중의 하나인
다가오는 아프리카 대학 25주년을 축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프리카 대학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적절하고
온전한 교육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유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
러분과 연합감리교회는 이 변화시키는
사역을 통해 증인이 되는 소명에 응답한
것입니다”라고 Munashe Furusa 부총
장은 말했다.
수십 년 동안 학대의 대상이 되어온
남부 필리핀의 원주민 Lumads 사람들
몇 명이 총회에 참여했고, 그들의 역경
이 비디오로 방영되었다.

Quick Hits

새로 도입된 전자식 회의 의사신청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대의원들은 몇
번 과거의 방식인 색깔의 판지를 들어
흔들며 회의 주재감독의 관심을 얻어
발언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새로운 전자식 시스템은 성공적이었다.
미국의 감독은 평생직이다. 연합감
리교회 감독의 임기를 제한하는 안건이
2016 총회 5월 17일 투표에서 지난 총
회보다 더 많은 찬성표를 얻었지만, 장
정의 수정에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에
서 부족한 찬성 482표와 반대 332표를
얻었다. 미국 외 지역의 여러 감독들은
이미 제한적인 임기를 가지고 있다.
히스패닉-라틴계 연합감리교회와
관련이 있는 여러 청원안들이 승인되
었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통상금지령
에 반대하는 결의안, 미 해군의 폭탄 실
험장소로 사용되어 화학적 공해로 인해
높은 암 발생률을 보이는 푸에르토리
코 섬 Vieques의 사람들을 위해 정부
가 나서야 한다는 요청, 남미 자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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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일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승인, 선
동죄로 1981년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
아 서반구의 정치범으로 오랫동안 수감
되어있는 푸에르토리코의 활동가 Oscar
López Rivera의 석방 요청 등이다.
교단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Religious
Coalition for Reproductive Choice에
서 탈퇴하는 청원안이 승인되었다. 이것
은 총회결의문집에 나오는 지원 문구를
삭제하게 되는 두 번째 청원안이었다. 연
합감리교회는 1973년 이 그룹의 창립멤
버 중의 하나였고, 총회사회부와 여선교
회가 현재 멤버로 소속되어 있다.
5월 20일 총회의 논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점령지를 점유하며 불법 분쟁 합
의를 한 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투자에 관한 투자회수 수정안을 559대
167로 부결하였다. 대의원들은 팔레스타
인 지역 Wadi Foquin의 지원을 위한 수
정안을 받아 들였다. 대의원들은 총회은
금의료혜택부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회
사 투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부결시
켰다.
나눔의 주일(Great Hour of Sharing)
이 이제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주일
(UMCOR Sunday)로 바뀌었다. 연합감
리교회 구호위원회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
해 매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특별주일
로 지키고 있다. 여성사역주일(Women’s
Ministry Sunday)과 사역을 위한 자
원봉사 고취 주일(Volunteer in Mission
Awareness Sunday)이 새로운 특별주일
로 승인되었다.
5월 19일 연합감리교회는 11개국 16
지역에서 사역할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이번 선교사 파송에 사용되었던 예배의
식서는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처음 사
용되었다.
5월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의원들은
한인목회강화안을 포함한 4개의 목회강
화안(AALM, PIMP, NPHM, KMP)을 다
시 승인하였고, 연합감리교회 국제 에이
즈 기금과 교회들의 접근성 기금 또한 승
인하였다.
Deacons이 성례식을 하려 할 때의 절
차가 간소해졌다. Deacons이 주제 감독
에게 직접 신청하는 청원안이 승인되었다.
과거에는 Deacons을 대신해 담임목사나
감리사가 신청하도록 되어있었다.
5월 12일 전 세계에서 모인 감독들
앞에서 다코다-미네소타 지역 Bruce R.
Ough 감독이 공식적으로 총감독회 회
장으로 취임하는 의식이 있었다. 총감독
회 회장직을 마치는 Warner H. Brown
Jr. 감독이 Ough 감독에게 재판봉을 넘겨
주었다.
다음 총회로 결정이 유예된 모든 청원
안들을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는 안건이
찬성 406표와 반대 361표로 승인되었다.
총회에 제출된 모든 청원안은 “입법위원
회의 표결을 받는다”와 입법위원회를 통
과한 모든 안건들은 “총회 본회의에서 표
결을 받는다”는 것이다. 총회가 끝나기까
지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안건들이 얼마
나 많은지를 고려할 때, 어떤 사람들은
2020 총회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청원 6100 – 한반도: 평화, 정의, 그리고 통일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1988년에 처음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청
원을 채택한 이래, 지속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재 채택해왔습니다. 이번 총
회에서도 지난 8년간의 변화와 노력을 반영하는 청원이 교회와 총회사회부
그리고 평화위원회의 협력으로 새롭게 쓰여지고 채택되었습니다. 새 청원은

그리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오병이어 선교와 평화위원
회의 평화 운동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보고 끝에는 연합감리교회 새 찬송
가에 있는 한국찬송
“오소서”를 전 총회
참석자가 함께 한국
어로 부르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
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후러싱
제일교회를 포함한
21개 한인연합감리
교회들의 정성 어린
지원으로 한반도 평
평화위원회 총회 보고 조건삼 목사 김정호 목사의 모습
화 십자가를 한국에
서 제작하여 총회 대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각 연회에 가지고 돌아
가 한반도 평화를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총회 보고 영상은
한인감리교회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밤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배경,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고통과 분단의 아
픔,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초교파적 세계교회의 30년 이상의 노력, 평
화위원회의 지난 4년간의 노력 등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세
계교회협의회 부산회의의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선언에서 요청하는 한반도 평
화를 위한 노력들을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
다. 그 노력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합감리교는 한국감리교단과 한국교회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한
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 신앙적이고 협력적인 연대를 이루어 간다.
• 세계교회협의회 한반도 평화 선언을 각 연회와 개 교회에서 의논하고 행동
으로 옮긴다.
• 다음 회기 동안(2017~2020) 한국 정전 협정을 평화 조약으로 바꾸는 운동
을 이끌어 간다.
• 미국을 포함 모든 정부와 기관들은 한반도 평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
• 북한에 대한 세계식량기구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한다.
• 유엔은 탈북자들을 국제 난민으로 규정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한다.

평화위원회 총회 보고: “나누어진 두 한국을 우리 손에 잡고”(Holding
Two Koreas in Our Hands)
5월 19일 목요일 저녁 6시에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보고가 있었습니
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기초해서 평화위원회 장위현 목사, 우경아 목
사, 조건삼 목사, 김정호 목사가 10여 분 동안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아픔

5월 19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컨벤션센터 홀에서 340여 명의 총회 대의
원들과 여러 감독님들, 그리고 손님들과 함께 한국의 밤 행사와 만찬이 있었
습니다. 300명 예약이 모두 매진되고도 40여 명이 더 참석하였습니다. 한인
목회강화협의회와 평화위원회가 함께 이 한국의 밤을 주최하였습니다. 한
인연합감리교의 역사 영상을 보고, 한인연합감리교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연합감리교회 선교의 중요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각 연대단
체 대표들의 보고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한인연합감리교회
의 지속적인 노력과
세계교회의 노력들
에 관한 보고도 있
었습니다. 특히 로마
에서 온 한인 기독
성악단체인 Solisti
Roma의 특별 찬양
공연은 10일간의 총
회 일정에 지쳐있던
참석자들의 심신을
한번에 회복시키는 평화위원회 총회 보고 우경아 목사의 모습
은혜의 시간이었습
니다. 어떤 감독님은 제게 “우리가 이 행사와 이 공연을 총회 처음에 총회
전체로 했더라면 총회의 분위기와 정신이 많이 달라졌을겁니다”라고 소감
을 말하셨습니다.
이번 총회를 마치면서 어쩌면 한반도 평화에 관한 우리의 보고와 행사가 꼭
한반도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연합 감리교회가 신학적, 문화적, 사회적 차이로 심각한 분열의 아픔을 경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도 심각한 분열의 열병을 앓고 있
습니다. 한반도 평화 십자가를 보면서 한반도의 분단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분열, 우리 사회의 분열도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와 평화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참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마음들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으리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번 총회 행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고 노력해주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화위원회 장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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