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으로 참석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 

둘째 날 저녁 시간의 연합집회는 하와이 한인연합회가 주관하

여 순서를 진행하였다. 하와이 한인연합회 회장인 오대연 목사가 

사회를 보고, 기도와 성경봉독은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IL) 

황진수 장로와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NY) 이유성 성도가 

순서를 맡았다. 그리고 특별찬양과 봉헌송에는 하와이 목회자 부

부 성가대와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HI) 찬양팀이 은혜로운 찬

양을 드렸다. 전명

구 감독회장은 마

태복음 28장 7절

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그곳으

로 가야 한다”라

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활 후 예

수님을 따르던 많

은 사람들이 갈릴리,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

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말하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

는 초대 교회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

수 감독과 전명구 감독회장이 집례한 성만찬을 통해 참석자들은 결

단의 시간을 가지며 이날 연합집회는 은혜롭게 끝났다.

특강
둘째 날 오전에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의 내리채플에서 진행된 

두 번의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은 많은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정희

수 감독은 “연합감리교인들이여, 강하게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현

재 연합감리교회가 직면한 정체성과 앞으로 하나님의 선교운동에 

복음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감독은 

연합감리교회가 존 웨슬리의 세계 복음화를 향한 이상과 열정을 물

려받아 달려왔던 것을 상기시키며, 현재와 미래에 직면한 연합감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

씀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특강은 서울대학교 신범식 교수가 “국제정세 변동과 한

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신 교수는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인들의 선교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한반도 주변 정세와 유라시아의 지역정치 변동을 함께 

설명하며 강의

했다. 지금까지 

유라시아 지역

은 국제 정치적 

비중이 날로 커

지고 있으나 복

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1860년대부터 이주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곳

의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도록 하는 선

교적 사명을 한민족은 가져야 한다고 신 교수는 역설했다. 많은 참

석자들이 감명 받은 이번 특강들은 앞으로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선

교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이었다.

워크숍
둘째 날 맛있는 점심 후 진행된 워크숍은 한 번 더 참가자들에게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제공했다.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박성수 교수

의 “이슬람 이해와 선교적 방법,” 하와이 코나연합감리교회 담임 안

선욱 목사의 “성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CA) 홍삼열 목사의 “한인연합감리교회 역사: 전망과 과제,”그리고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한의준 목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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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지도자대회
“변화와 선교적 사명”

하와이 호놀룰루의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목사)에

서 2017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지도자대회(이하 전지대)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태평양 한가운데 위

치한 하와이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파트너교회연합회와 총회

제자훈련부 주최, 그리고 하와이 한인연합회의 주관으로 열

렸다. 

등록자 80여 명과 봉사자들을 포함하여 총 150여 명이 참

석한 이번 대회는 “글로컬리즘 시대의 교회 지도력”이라는 주

제로 연합집회와 특강, 워크숍, 소그룹 모임, 그리고 친교 및 하

와이 관광 등의 순서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연합집회
첫째 날 저녁과 둘째 날 저녁에 진행된 연합집회는 여러 사람들

이 함께 순서를 담당하면서 집회가 진행되었다. 총회제자사역부에

서 섬기고 있는 김광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첫째 날 저녁 집회에

서는 위스콘신 연회의 주재감독이자 총회세계선교부 이사장으로 

섬기는 정희수 감독과 파트너교회연합회 회장 고한승 목사(체리힐

제일교회, NJ), 그리고 전지대가 열리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HI) 

한의준 담임목사가 각각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전하였다.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전하였다. 체리힐제일교회(NJ) 김상우 장로의 대

표기도와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IL) 우승윤 집사의 성경

봉독,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의 찬양대, 색소폰 찬양팀의 특별찬

양과 봉헌송 등이 이어졌다. 그리고 첫째 날 연합집회는 기독교대

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 감독의 “에덴의 회복자”라는 설교말씀

2017 전국지도자대회 단체사진

전지대 예배 모습

신범식 교수 특강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연합집회 인도 모습

▶ 2페이지에 계속

 주제: ‘한인교회 어디로 갈 것인가?’
 일시: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2시~28일(수) 오후 12시
 장소: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숙소: Crowne Plaza Chicago-Northbrook
  2875 Milwaukee Ave, Northbrook, IL 60062
  847-298-2525 
 등록비: 무료(숙식 일체 포함)

공항은 O'hare International Airport(ORD)를 사용해 주십시
오. 차량 배차(공항-호텔)를 위해 티켓팅 후 항공편 정보를 꼭 
한인총회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예약을 위해 빠른 등록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장 김광태 목사 
미래대책위원장 김정호 목사 
헌장개정위원장 이승우 목사

한인 교회를 위한
긴급 한인총회 모임 공지



Kenaston은 “우리의 임무는 상정될 총회장정과 함께 사용될 수 있

도록 미국 내의 교회들이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밝힌다. Kenaston은 서부버지니아연회

의 소속이다.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들이 미국의 상황에 맞는 사역

을 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Kenaston가 이끄는 자문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국 내 교회의 

행정적인 결정을 전체 총회에만 맡기게 되는 입장에 반대한다. 이미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다국적인 모임의 총회가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

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자문단이 고려하고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해외연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미국연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신설된 상임위원회가 총회

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감독들을 선출하는 각 지역총회는 그대로 

유지하며, 미국을 또 하나의 해외연회로 만든다. 

제안된 두 가지 가능성 중 첫 번째 방안인 미국연회 관련 상임 위

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는 방안은, 미국을 새로운 해외 연회로 구성한

다는 두 번째 방안만큼 교회법 수정을 해야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연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상정하는 안건

들은 여전히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Kenaston은 전한다. 이는 

해외연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상정하는 안건들의 처리하는 현재의 절

차와 같은 형식이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연합감리교회 남선교회의 

최고 책임자인 Gil Hanke는 “가당치 않은 소리”라고 대응했다. 이러

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Hanke만이 아니었다.

Chicago 지역의 Sally Dyck 감독은 “미국연회 관련 상임위원회

가 상정하는 안건을 다시 총회에서 다루게 된다면, 모든 것이 원점으

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덫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Mississippi 지역의 James Swanson 감독은 다른 우려를 표했다. 

그는 1939년부터 1968년까지 이른바 “중앙 지역총회”(the Central 

Jurisdiction)라는 구조를 만들어 흑인 교인들을 분리했던 연합감리

교회의 역사를 언급했다. 미국 내에서 “중앙”(central)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교인들에게 차별과 불평등한 처우를 상기시킨다. Swanson 감

독은 “미국 안에 어떠한 구조를 만들 때 ‘중앙 연회’라는 단어가 미

국 내 흑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잘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많은 미국 내 흑인들에게 불쾌한 일이 될 수 있

습니다”라고 말했다.

연대사업협의회의 의장 Nordic-Baltic 지역 Christian Alsted 감독

은 혹시 미국 내의 다섯 개 지역총회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장정의 증

보판을 계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Alsted 감독은 “사람

교단 소식

교회 지도자들 교단의 미국 내 구조에 대해 논의

연합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이 세계적인 구조를 가진 교단의 특성

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연합감리교회라는 세계적인 조직 구조 중에서, 미국의 교회들이 직

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따로 다루는 미국 내의 교단조직을 만드는 것

이다. 이러한 제안을 다루고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의 

기관인 연대사업협의회 위원들은 이 임무가 어려운 임무임을 인정

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연합감리교인들은 연금이나 미국의 사회적 문

제 등 미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의 문제들을 별도로 다룰 수 있는 의

사결정 기관을 신설하는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

들은 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왔다.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에서

는 지난 2016년에 미주 지역총회 및 새로운 지역구조를 만들자는 내

용의 상정안을 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연대사업협의회 위원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2020년에 총회 상정될 ‘총회장정’(General 

Book of Discipline) 안에 따라 미국 내의 어떠한 구조가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2012년 이후 해외 연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신앙과 직제 위원회 등

의 교회 기관은 ‘총회장정’에 대해 검토해 왔다. 그들의 임무는 현재 

장정의 Part VI 중에서 모든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중요한 부분과 수

정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다. 조직과 행정적인 문제들을 다

루는 Part VI는 장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목표는 

더 짧고, 보다 세계적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한 문서를 만들어 내는 것

이다. 새로 고안된 총회장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단의 헌법은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필리핀 지역 

등의 일곱 개의 해외 연회만이 각 지역의 법률적 선교적 상황을 고려

하여 장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대사업협의회의 미국 문제 관련 자문단의 의장을 맡은 Judi 

노르웨이에서 열린 연대사업협의회 모습

2017 전국지도자대회 “변화와 선교적 사명” 1페이지에 이어서 ▶

“우리가 꿈꾸는 행복

한 교회” 등 총 4가지

의 워크숍들이 진행되

었다. 참가자들은 두 

가지의 워크숍을 선택

해 들을 수 있도록 시

간이 배정되었다.

워크숍 교실마다 

약 40여 명이 각각 참석하여 강의를 들었고, 질문과 열띤 토론을 하

기도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참가자들이 많이 접하지 못했

던 주제인 이슬람에 관한 내용과 현재 연합감리교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간의 성에 대한 주제도 포함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홍삼열 목사가 인도한 “한

인연합감리교회 역사: 전망과 과제”와 한의준 목사의 “우리가 꿈꾸

는 행복한 교회”에 대한 워크숍도 많은 참가자가 참석하여 현재 교

회의 모습을 고찰하고 미래에 대한 선교적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함

께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소그룹 모임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좀 더 깊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었다. 참가자들은 총 9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뉴욕감리교회(NY)의 강원근 목사가 만든 소그룹 교제를 중심으로 

소그룹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하루에 한 시간씩 소그룹 모임

의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식사나 친교 시간에도 참석자들은 각자

의 그룹별로 모여 좀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모

임이 모두 끝나고 참

가자들이 소그룹 모

임 시간을 더 늘려달

라고 평가할 정도로 

재미있고 유익한 소

그룹 시간을 가졌다. 

9개의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는 조장들은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감람교회, 그리고 아이에아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맡아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이끌었다.

그리고 . . . 
한 교회가 전지대를 전적으로 맡아 진행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하와이 한인연합회에서 전지대를 진행한 것이 이번 대회

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대회가 열리는 장

소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였다. 행사 스케줄을 짜

는 것에서부터 준비하는 것, 그리고 공항과 호텔 라이드는 한인연

합회의 준비로 잘 진행되었다. 그리고 예배와 세미나, 시설, 차량, 그

리고 많은 호평을 받았던 음식과 간식은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하여 섬겼다.

해외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인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는 많

은 역사적 사진들이 1층에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하와이 환경에 

잘 조화되어 건축된 교회의 본당과 그 주변에는 교회의 오랜 역사

를 기리는 기념물들이 있어, 참가자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둘

러보며 뜻깊은 시간도 가

졌다. 그리스도연합감리

교회의 사진부원들은 아

름다운 교회를 배경으로 

그룹 및 개인별로 참가자

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시

간도 가졌다.

많은 참가자들은 산 

좋고 물 좋은 하와이에

서 열렸던 2017년 전국지

도자 대회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축복된 시간이었다

고 입을 모았다. 알차게 진행된 이번 대회는 참석자들이 “참 편안했

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넉넉하고 여유로운 하와이 문화를 대회를 

통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2018년 전지대는 산타클라라연합

감리교회(홍삼열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길 것을 결단하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누었다.

■ 글쓴이: 박민규 목사 |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HI) 부목사

들이 연금 문제와 같이 미국의 모든 지역총회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

는 논제도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총회 

기간에 하루를 더 추가하거나 혹은 저녁 세션 등을 통해 미국의 대의

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라고 말했다.

총회의 총무인 Gary Graves 목사는 이 아이디어가 몇 가지 문제

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연회 내에서도, 각 연회는 장정을 수정

할 권한이 없다. 이 자문단은 적어도 2020년 총회까지 활동할 것이다. 

모잠비크의 Benedita Penicela Nhambiu는 연대사업협의회가 교

단의 세계적인 구조적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일을 감독하

고 있다. 그녀는 연대사업협의회 전체에게 자문단이 이 임무를 수행

하는 동안 자신들의 생각을 자문단과 나누어달라는 요청을 했다.  

연대사업협의회와 특별위원회 Way Forward를 둘 다 섬기고 있

는 Dave Nuckols는 Kenaston에게 자문단의 논의내용을 특별위원회 

Way Forward와 나눌 것을 요청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동성애 문제

에 대해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의 일치를 유지하는 방안들을 모

색하는 임무를 맡았다. 특별위원회 Way Forward는 현재 어느 정도

의 융통성을 허용하는 방안들도 살펴보고 있다. 

Denmark의 Ole Birch 목사는 전체 위원들에게 “해외 연회의 관점

에서 볼 때, 미국이 여러분들이 속한 연합감리교회의 한 부분으로 남

아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조언을 남겼다.

세계적인 구조적 특성에 관한 다른 노력
연대사업협의회는 교단의 세계적인 구조적 특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다.

· 연대사업협의회의 자문단 중 하나는 해외 연회 관련 상임위원회

와 협력하여 ‘총회장정’을 위해 Chapter 5 수정을 논의한다. 이 

부분은 총회 기관들과 연대사업협의회 자체의 운영에 대해 다룬

다.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총회 기관들이 세계적인 교회 구조 안

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명시하는 것이다.  

· 또 다른 자문 기관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연대사업협의회

를 대체하는 세계적인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총회 교단 협의

회(General Church Council)를 신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2016년 총회는 연대사업협의회가 이러한 계획을 논의할 수 있

도록 승인한 바 있다.

연대사업협의회의 보도자료는 5월 17~21일 사이에 개최된 회

의 내용의 개요를 보여준다. 

■ 글쓴이: Heather Hahn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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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기관에서 강제적 이민정

책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을 해소하는 사역들을 활성화하기 위

한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 5월 20일, 연대사업협의회는 연합

감리교회가 이민자들의 문제를 도울 수 있도록 교단의 비상대책 

기금 중 10만 불을 책정하였고, 내년에 10만 불 추가지원 가능성

도 열어놓았다.

이 결정이 내려지기 하루 전 연대사업협의회는 이민자와 난민

들을 직접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이민 주일 헌금”

을 지지하는 총감독회의 입장에 동참하였다.

연대사업협의회는 올해 대강절 첫 주일인 12월 3일을 이민자들

을 위한 특별 기도와 헌금의 날로 정했다. 이 특별헌금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도 한때 정치적 박해를 피해 망

명의 길을 떠났던 것을 기억하는 성탄의 계절에 드리게 된다. 연대

사업협의회는 교단 차원의 선교, 사역, 자원 등을 관리하는 세계에

서 모인 59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기구이다. 이 기구는 특

별 프로젝트를 후원하기 위한 교단의 World Service Contingency 

Fund 재정지출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과 대강절 특별헌금 등은 더욱더 절

실해지는 급선무를 다루기 위함이다. 전쟁, 기근,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유례없이 이주해야만 하는 실상이다. UN에 

따르면, 육천오백삼십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에서 거

주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 중 이천백삼십만 명은 그들이 다시 고국

으로 돌아갈 경우 목숨이 위태롭거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

황에 처하게 되는 난민들이다. 

연대사업협의회의 위원들은 이러한 이민의 상황이 교단에 큰 

도덕적 도전과 아울러 부흥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Thomas 

Kemper 총무는 “이 일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일입니

다”라고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에 말했다. 그는 교단의 선교 기

관인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최고 책임자이자 연대사업협의회

의 의결권이 없는 위원이기도 하다. 이민자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일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바”라고 덧붙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이민자를 환대하는 

것이 좋은 첫걸음이 된다.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베트남 난민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베트남에서의 연합감리교회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라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Kemper 총무는 말

했다. 그 난민들은 보답으로 기독교의 웨슬리 정신을 고국에 보내

주는 교량의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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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문제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 대응
연대사업협의회가 현재의 이민자 문제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헌금을 드리는 날을 정했다.

이러한 부흥의 추이는 다른 방법들로도 지속된다. The National 

Federation of Asian American United Methodists의 회장인 Jacob 

Dharmaraj 목사는 최근에 네팔 난민들이 뉴욕 주 Syracuse에서 연

합감리교회를 개척하였음을 전했다. 이 교회는 현재 평균 60명 이

상이 출석하고 있다. 그는 또한 중동 출신 연합감리교인들도 많으

며, 그들만의 코커스 그룹이 있다고 전했다. “백만 명의 새로운 제

자를 만들고, 새로운 교회 개척에 대해 논할 때” 이민자들과 함께

한 교단의 사역들이 “가장 잘 이뤄진 일 중 하나”라고 그는 말한다.

전 세계의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지정헌금을 할 수 있도록 

2014년에 개설된 교단의 국제 이주 발전기금 Global Migration 

Advance(No. 3022144)에 이번 대강절 헌금도 보내지게 된다. 

Kemper 총무는 이번 대강절 헌금은 교단에서 특별헌금을 매해 정

기적으로 드리는 “특별 주일”이 아님을 강조한다. 현재로서는, 다

수의 교회가 자연재해가 있을 때 실시하는 헌금과 크게 다르지 않

은 일회적인 요청이다. 

10만 불의 비상대책기금은 미국 내 연회와 지역총회에서 이민

자 권익을 지지하는 그룹을 조직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Lyssette 

N. Perez 목사는 전한다. 그녀는 연대사업협의회의 위원이며 뉴저

지 지역의 목사이고, 교단의 히스패닉/라티노 코커스 MARCHA의 

회장이다.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각자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

별적인 노력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Perez 목사는 연합감리

교회 뉴스서비스에 밝혔다. 

많은 교회가 어떠한 도움들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을 바꾸거나,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환경을 바꾸기 위해 조직화 

되진 않은 상태이다. 연대사업협의회의 구성원이자 로스앤젤레스 

시의 이민법 변호사인 Monalisa Tui’Tahi 씨는 미국에서의 추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민자들에게 불안감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교회가 이를 도울 수 있다. Tui’Tahi 씨는 “아침에 출근

했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경우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

는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다”라고 연대사업위

원회에 전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부모들을 위해, 혹여 부모가 이

민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자녀들을 학교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을 써줄 수 있는 곳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

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사회부는 교단의 이민 전담 테스크 포스와 

협의로 이민자들을 위한 활동 지원을 위해 우선 20만 불의 비상

대책기금을 요청하였다. 연대사업협의회의 예산 자문 팀은 이민자 

권익 옹호자들이 앞으로 일 년 내에 기금을 더 요청할 것이라는 예

측 하에, 요청된 금액의 반을 지출하라는 추천을 했다. 예산 자문 팀

은 일 년 후에는 이민자 지원 그룹들이 결과를 보고할 수 있고, 교

단 전체의 지도자들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미네소타 연회의 평신도 대표이며 연대사업협의회의 회개 담당

인 Dave Nuckols 씨는 “요청된 금액의 반 정도로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여겼고, 곧 증거들이 수집되면서 다시 기금을 요청하

러 올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계선교부 이사회의 회장이며 연대사업위원회의 위원인 Wis-

consin 연회의 정희수 감독은 1982년에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을 왔

다. 그는 항상 자신을 “미국 선교의 열매”라고 생각해 왔으며, 이민

사회의 지도자로서 그 선교의 열정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싶

었노라고 전한다. “우리는 세계적 이주의 현상 가운데 급격한 도전

을 마주하고는 있지만, 교회가 이 여정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글쓴이: Heather Hahn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총회세계선교부 Thomas Kemper 총무가 연대사업협의회에서 이민 문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총회세계선교부 주관으로 독일에서 열린 이민관련 리더십 세미나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사진 제공: 총회세계선교부)

그 외 비상대책기금 집행 사항

노르웨이의 Oslo 시에서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연대

사업위원회에서는 World Service Contingency Fund로 다

음과 같은 예산의 집행을 승인했다. 

· 인종적－정의 사역을 위한 기금으로 젊은이들에게 5만 불 

책정. 총회제자훈련부의 청장년 사역 분과는 각 프로젝트

당 2천 5백 불까지, 적어도 20건 이상의 인종적－정의 사

역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기금 집행을 관리하게 된다. 가능

한 프로젝트로는 성경공부, 인종에 관한 교재개발, 사법당

국과 열린 논의들 등이 있다. 총회제자훈련부, 총회고등교

육사역부, 총회인종관계위원회 등의 교회 기관들은 이 프

로젝트를 위해 각각 5천 불의 기금을 약정했다. 

· 아프리카, 아시아 및 유럽에 있는 교회 지역 및 해외연회

를 대상으로 성 윤리 연수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총회여

권신장위원회에 15만 불의 기금 배정. 연대사업위원회는 

2015년에 성 윤리 교육을 위해 30만 불을 승인하고, 당시 

15만 불만 집행한 바 있다. 이번의 15만 불의 추가 지출은 

그 요청의 나머지 절반을 지급하는 셈이 된다. 

올해 초, 연대사업위원회의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예산

을 승인하였다.

· 연합감리교회 남선교회가 테네시 주에서 남성과 소년들

을 교육하여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가정폭력을 멈추게 하

기 위한 프로그램인 MEND와 일하는 비용으로 2만 불.

· 연합감리교회의 국제 AIDS 기금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 2

만 9천 불.

모든 비상대책기금 예산의 수혜자들은 기금 사용의 결과를 

연대사업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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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종 목회자 소식

타인종 목회자 학교라고 할 수 있는 CRCC Madang은 

한인 목회자 학교에 감동을 받아 시작된 것이다. 한인 목

회자들이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만든 목회자 학교

에 타인종 목회자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타인종 목회자 협

의회 회장인 그레이스 박 목사님은 대부분 과정이 한인 

회중을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아주 유익하지만 타인종 목

회에 특수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

게 되었다. 

그래서 임원들과 상의하여 타인종 목회를 하는 이들에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한인 목

회 강화 위원회 장학순 목사님의 도움으로 준비 모임을 시

카고에서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문화적 다양성 훈련, 연

합 감리교회 이해, 재정 및 행정에 대한 이해, 목회 장기 

계획 및 소그룹 훈련, 현대 신학의 이해, 리더쉽과 코칭과

정. 타인종 목회 신학 등을 다루는 1년 실험 과정을 만들

게 되었다.

재정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한인 목회자 학교의 모

델을 따라갈 재정이 없는 타인종 목회자 협의회에서는 고

등교육국 박희로 목사님의 제안과 협조를 얻어 1년 수업 

전체를 온라인 과정으로 하고 고등교육국의 스태프 한 사

람이 기술적인 문제를 협조하게 되었다. 강사들은 강의 자

료를 미리 제출하면 스태프가 그것을 동영상이나 자료 화

면으로 보여주고 전체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대화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고등교육국의 협

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방식의 수업이었고 박히로 목사

님의 전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 이런 방식의 수업이 목회

에 바쁜 어떤 목사님에게는 참여를 결심하게 한 중요한 요

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는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 모여 

한 주간 집중 수업을 하면서 토론과 간증과 질문과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목회 경력 3년에서 8년 차인 타인종 목회자

들이 동부, 중부, 서부에서 모여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

하게 되었다. 조영진 감독님과 조기옥 목사님, 북일리노이

의 박영미 감리사님, 한인 목회 강화 위원회의 장학순 목

사님과 고등 교육국의 박히로 목사님 등이 강사로 참여하

면서 좋은 경험들을 나누었는데 참가자들의 소감을 직접 

들어 보기로 한다. 

Shijung Shim
El Camino Real District
California Nevada Annual Conference

CRCC Madang has brought a new sense of iden-
tity for me as a pastor of color. In the past, I didn’t 
think much about being a CRCC minister. I was 
simply being faithful to my appointment. 

I now recognize the tremendous gifts that God 
has given to me through my being appointed as a 
CRCC pastor. One of them is my presence; I don’t 
simply bring cultural diversity to a faith communi-
ty—I represent diversity! 

Another is my hybrid spirituality; I bring Korean 
American spirituality to my congregation, and to-
gether we discover new ways to seek God. The other 
is my marginalized experience as an ethnic pastor; 
I know what it means to be on the margin and can 
walk with those who are marginalized. In essence, 
CRCC Madang was a critical time for me to theo-
logically reflect upon who I am as a pastor and what 
God is calling me to do as a leader of churches with 
congregants from different ethnic and/or cultural 
backgrounds.

CRCC Madang(마당)

마당 참석자 단체사진 

GRCC Madang
Reflections

Youngjae Jee
Jonesville UMC, Albany District, 
Upper New York Annual Conference

First of all, I love the idea of webinar classes be-
cause it reduces tremendous time and energy that I 
may have to spend if otherwise. The contents were 
very good and well prepared by excellent instruc-
tors. The communication was led very well and the 
technical support was excellent too. Throughout 
classes I was provided with a broad overview and 
some of details about the actual CRCC ministry and 
many references and guidelines for the future devel-
opment.

The concluding 5 days of conference at the end of 
the Madang was very appropriate. It wrapped up 
everything very nicely. It stimulated participants to 
go further and deeper in their ministerial thoughts, 
actions, and theologies in the CRCC ministry set-
ting. The best part was that all good results came 
along with the great fellowship of all the instructors, 
staff, and participants. I truly enjoyed them and very 
grateful that God gave this opportunity through 
such wonderful people. I laughed a lot. I cried a little 
because I laughed too much. They were hilarious, 
but nicely funny in Christ. I should also mention that 
South Florida KUMC was one of the greatest in their 
hospitality. They were awesome.

I have been recollecting thoughts and ideas from 
the Madang, continuing studies, and applying them 
to my own ministry setting. I highly recommend the 
Madang to other CRCC pastors. Thanks to be God!

마당 참석자들의 예배 특송 모습

마당 참석자들의 수업 모습

마당 참석자들의 수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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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Nineva to minister to the natives there but he re-
fuses to go. Matter fact, he runs away! As we know, in 
the end, Jonah goes to Ninevites and ministers to the 
people where he didn’t want to go. How about Ruth? 
Ruth is a Moabite woman and after tragedies of her 
life, she relocates to Bethlehem with her mother in law, 
and lives there and makes a history. How about Paul? 
Paul goes beyond his people to gentile people to b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How about Barnabas? 
Yes, he is CRCC minister. How about Priscilla? Yes 
she is too. As we reflects upon the biblical stories in 
its context, we see stories after stories where most of 
the biblical people crosses race and cultural boundar-
ies and minister to people of other tongue, place, color 
and culture where God has placed them. How about 
Jesus?  Even Jesus leaves his home, heaven and moves 
in to our neighborhood in Nazareth and lives among 
people. Love his people. Jesus is CRCC pastor. 

I pastor at Evergreen Valley United Methodist 
Church in San Jose, in the heart of Silicon Valley in 
California. Fifty percent of my congregation is white, 
thirty percent is Filipinos, and other twenty percent is 
multiethnic groups. I am a Korean American, born in 
Korea, moved to San Jose in 1981 and lived in San Jose 
ever since!  God is using me, a young short girl from 
Korea, to minister with and among people in multi-
ethnic diverse groups in San Jose preach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and offering transformation in 
God’s grace.  I am proud to say I am a CRCC pastor! 
Hallelujah!  God is good.

Brothers and sisters, you too are CRCC ministers 
too. May we join together and continue to share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our Risen Lord with people 
whom God has entrusted in to your care. May our 
God be glorified! Amen. 

PS. I enjoyed Miami Beach and games with my clergy 
friends! 

타인종 목회자 소식

연합감리교회 공보부(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는 연

합감리교회의 한인 목회자의 정보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정보

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한인 목회자 중 새로운 파송을 받으셨거나, 주소와 이메일 등 

개인 정보의 변동이 있으신 목회자께서는 새로운 정보를 615-

742-5765나 KUMC@umcom.org로 알려주시면 정보를 업데

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업데이트를 통해 교단의 소식이나 정보 및 기타 리소스

를 신속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2017 한인 목회자 및 
한인연합감리교회

정보 업데이트 

Yong Hwan Kim
Swift Memorial UMC
Risem District
New England Conference

 According to 425. 4 of the Book of Discipline, 
“Annual conferences shall prepare clergy and con-
gregations for cross-racial and cross-cultural ap-
pointments.” However, no one from my Conference 
talked about any training for my appointment. Cer-
tainly CRCC Madang wa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me to learn about cross-racial and cross-cultural 
ministry. I am so grateful to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 UM Pastors serving Cross Racial 
Appointment for providing trainings through online 
and Madang week. I wish every clergy who has cross-
racial and cross-cultural appointment could have this 
wonderful opportunity.

 I am grateful that I have learned about sermon 
preparation, small group ministry, strategic plan-
ning, leadership, theology, and biblical reflection on 
CRCC ministry. Beside learning opportunities, I am 
so thankful that we’ve heard Bishop Young Jin Cho’s 
testimony through his sermon on Wednesday during 
the Madang week. His testimony convinced me that 
God would walk with me throughout my ministry. 

 The most helpful lesson was Bishop Cho’s Strate-
gic Planning. Especially his sharing of Bishop David 
Lawson’s book Discernment Steps: Toward a Vision of 
God’s Will taught me how to lead the congregation as 
a pastor. I am planning to present a proposal to the 
congregation on the future of Swift Activity Center 
which needs enormous repair on June 4, 2017. Before 
the Madang training I thought I would ask the con-
gregation to adopt my proposal. But I learned that we 
need a discernment process with the congregation. 
One of the steps in discernment is “humble is crucial. 
Each one must be constantly aware that God may have 
spoken through another person.”

 Another important lesson at CRCC Madang was 
small group ministry. After I came back from Madang 
week I began to change a leadership meeting as a 
small group. We started the meeting with a question: 
“how is it with your soul?” And I shared a devotion 
from Our Daily Bread. Every participant was so hap-
py with the meeting that cared for each other. I will 
try to change every group meeting into a small group.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NA-
KAUMPSCRA leadership team and CRCC Madang 
instructors. 

Rev. Sunae Cho
Evergreen Valley United Methodist Church(CA)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 bring you greetings from Evergreen Valley UMC, 

San Jose, in Cal－Nev Conference. 
I just return from a conference called CRCC 

Madang, Cross Racial and Cross Cultural Madang. It 
was a blessing to play, share our faith journey togeth-
er, and learn from each other! In our time together, 
there were moments of laughter, tears, conversation, 
prayers, learning and worship! Our God is God who is 
in our midst breathing, living, creating, and working 
in and through us. Hallelujah! 

There are many reflections to share but I want to 
share with you one thing. We are all CRCC, Cross 
Racial/Cross Cultural, ministers. Peter 2:9 says,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 to God”.  It is not only the ordained 
clergies who are ministers but we are all ministers in 
this world. Further more, we are all CRCC ministers, 
both clergy and laity. In the bible, most of the biblical 
stories speak of people who were in CRCC, Cross Ra-
cial Cross Cultural ministry setting. Let’s begin with 
Abraham. God speaks to Abram and calls him to go 
to the land that God will show him. Genesis 12:1-3 
tells us, “1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2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3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As ridiculous it may sound, Abram leaves his home, 
his friends, and his father’s house and goes to a for-
eign country with his family. There he lives among the 
people and he begins his ministry.  From that point 
on, he becomes a sojourner and walks with God and 
with his people that God has entrusted in to his care. 
Abram walks by faith, not by sight and Abram be-
comes Abraham and becomes the father of all nations 
and faith. He is a CRCC minister. 

How about Moses? Moses is a Hebrew but he grows 
up in the palace of Egypt by God’s divine grace. Life 
takes a sharp turn for Moses and Moses becomes a 
fugitive. During that time, God calls Moses to return 
to his people. He reluctantly goes back to his people, 
walks with God with his people, and leads his people 
out of Egypt. How about Jonah? God calls Jonah to go 

마당 참석자들의 수업 모습

마당 참석자들의 즐거운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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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정시킨다면 인생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하도록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과 사랑의 신비 등을 

해치는 것입니다.

교단의 법률서이며 가르침인 장정은 1972년 이래로 모든 

개인은 고귀한 가치가 있으나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의 안수와 파송을 

교단이 금지하기 시작한 것은 1984년부터였다. 전국 

공공라디오(NPR) 방송에서 Oliveto 감독은 그녀가 신학교 

다닐 때 동성애자임을 밝혔고, 1982년에 준회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이라는 복합적인 문구가 

핵심이다. 교단은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목회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또한 성전환자 목회자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이는 동성의 성적 행위에 대해 금하고 

있다.

교단은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의 기준에 맞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에 수년간 노력했다.

장정의 주석에 따르면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이란 

감독이나 연회안수사역부와 같은 연합감리교회 리더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가 동성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 이슈와 관련된 사법위원회의 판결은 이 

주석을 인용하고 있다.

사법위원회의 회장이었던 William B. Lawrence 목사는 이 

기준에 따라 개체교회에서 평신도와의 단순한 대화와 같은 

정도로는 장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Lawrence 목사는 동성애자로 추측되는 사람에 대해 몇몇 

교회의 관계자들은 이제 결혼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연합감리교인 모두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교단 상황의 뜨거운 쟁점 사안에 관해 ‘우리 대 그들’이란 

교단 소식

동성애자 감독에 관한 판결이 가져올 파장

동성애자 감독 선임에 관한 사법위원회의 최근 판결은 

한 감독의 문제를 넘어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난 4월 28일 연합감리교회 최고 사법기관은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의 감독선임이 위법이라 판결했다. 

제1341 판결의 핵심은 “동성 관계에 있는 목회자의 

상태와 더불어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동성 결혼증명서는 그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고 공언한 

사람이라는 공식적 표명”이다.

이 판결은 또한 목회자가 동성혼의 동성애 생활 추정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능한 반박은 오직 정식 행정절차나 사법적 절차의 

심의 맥락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2015년 미연방대법원이 동성혼을 헌법상의 

권리로써 인정한 이래, 교단의 최고 사법기관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 증명서에 관해 다룬 것이다.

사법위원 반수 이상으로 결정된 이번 판결에는 교단의 유일한 

동성애자 감독인 Karen Oliveto 감독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 서부지역총회의 선출과 선임으로 인해 사법위원회에 

제소가 된 것이다. 한 집사목사와 결혼한 Oliveto 감독은 

그녀의 감독직에 관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Mountain Sky 

지역 감독의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다른 목회자들과 목회 후보자들도 사법위원회 판결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 1년 전, 동성애 관련 논쟁이 반복되는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를 앞두고 100명이 넘는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와 목회 후보자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동성애자 감독선임에 관한 판결이 있던 날 사법위원회는 

또한 연회안수사역부가 목회 후보자들이 “결혼 생활에서는 

배우자에게 충실하며, 독신일 때는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

를 준수하느냐를 포함한 후보자들의 자격요건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두 가지 판결을 했다. 교단은 결혼을 오직 남성과 

여성 사이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부지역총회를 지지하는 간단한 글을 적은 알래스카 평신도 

리더였던 Lonnie Brooks 씨는 이번 결혼 증명서 관련 판결을 

“예상되지 못한 큰 파문을 불러올 일”이라고 했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보호막이라고 생각한 그들의 관계와 행위의 

공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Brooks 씨는 판결을 

분석하는 글에 적었다. 만일 법적인 결혼 증명을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 목회자는 이제 “기소되고, 사역지에서 해임되며,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 그는 

덧붙였다.

Oliveto 감독은 이 판결이 “동성애 목회자와 목회 후보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교단 전체의 결혼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라고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에 전했다.  

“이 판결은 결혼이 더 이상 ‘사랑, 상호의존, 개인적 헌신 그리고 

지조의 공유’가 아니라 단지 성적 행위에만 국한된다는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동성애자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합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를 

대결적인 입장의 대화를 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제안했다.

미국교회역사학 교수이자 남감리교대학 Perkins 

신학대학원 은퇴학장인 Lawrence 목사는 교단이 

개인적 사회적 성결에 대한 헌신을 포함한 기본적인 

선교사명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

서부 펜실베이니아 연회 목사이며 사법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해 변론했던 Robert Zilhaver 목사는 

동성애자 감독 사안에 관한 짧은 글에서 다른 관점들을 

제시했다. “만일 우리가 연대적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자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만간 

연대적 언약은 물론 자료들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 리더십에 의해 이런 것들과 

관련한 연대적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이 사항에 관한 한 

교단으로서의 우리의 상태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위태롭게 합니다.”

뉴욕 연회의 준회원 집사목사인 Lea Matthews 목사는 작년에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목회자 후보자 중 한 사람이다. 그녀는 

또한 퀴어목회자연합(Queer Clergy Caucus)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녀는 동성애 목회자들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 퀴어목회자연합은 서로와 웨슬리 전통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우리의 서약을 확고히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지지자들과 함께 우리는 

계속 대항할 것입니다. 부당한 법률에 불복종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별위원회 Way Forward는 

동성애와 관련한 분열 중에도 교단이 미래를 함께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하여 일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는 

특별위원회의 제안들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다루기 위해 

2019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특별총회를 소집했다.

교단의 연회들의 법률자문을 하는 연합감리교회 법률 

고문관들은 사법위원회의 판결에 따른 성명을 발표했다. 

고문관들은 “모든 개인이나, 교회, 지방회, 연회, 그리고 

연합감리교회의 그룹들은 하나 된 교단을 지키기 위한 

특별위원회 Way Forward와 2019년 2월에 있을 특별총회의 

역량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감리교 역사학자이자 애용되고 있는 교과서 Polity, Practice, 

and the Miss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의 

저자인 Thomas E. Frank 목사는 사법위원회 제1341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나 특별위원회 Way Forward에 희망을 품고 

있다. 

“대부분의 연합감리교인들에게는 인간의 성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이 교단이 정의하는 주요사항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으며, 교단이 법적으로 분리되어야 할 필요를 만드는 

헌장사항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으로 저는 계속 확실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과 성적 취향에 관한 내용은 우리 

헌장에 없습니다. 저는 특별위원회가 우리 교단이 함께할 

방안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 글쓴이: Heather Hahn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사법위원회 회의 전 열린 4월 25일 청문회에서 만난 Karen Oliveto 감독(좌)과 
Walter Fenton 목사(우)의 모습. Walter Fenton 목사는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을 옹호하는 단체인 Good News의 분석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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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렛신학대학원은 지난 2017년 5월 11일 반년마다 열리는 정

기 이사회에서 조직신학 분야 조원희 교수의 부교수에서 정교수 

진급 심사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조원희 박사는 미

국 조직신학 분야에서 최초로 정교수가 된 한국계 미국인 여성

일 뿐만 아니라, 162년의 전통을 가진 신학대학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최초로 정교수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 냈다.

“저는 정교수가 된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 게렛신학대학원에서 신학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

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와 교수로 최고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동료들과 나란히 게렛의 교수진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늘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정교수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이어지는 

식민지식 지배사고와 구조에 의해 이미 불안정하고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이 난무하고 거

기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폭력이 일상적으로 되어 있는 시

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쟁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통해 기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학제간(interdisciplinary) 신학자인 조 박사는 포스트/탈식민

주의, 비판적 인종, 아시안 아메리칸학, 여성 신학, 퀴어와 정동이

론, 그리고 구성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조 박사는 

2009년 7월에 게렛신학대학원에 부임하여 지금까지 교수진으

로 함께하고 있다. 

게렛신학대학원의 조지아 하크네스 실용신학 석좌교수인 낸

시 베드포드 박사는 교수 청빙위원회로서 조 박사를 2009년에 

초청하는 일에 함께했고, 2011년에 종신교수가 되는 과정에, 그

리고 이번 정교수 진급 심사위원을 담당하는 일에도 참여하였

다. “이런 여러 기회를 통해 저는 조 박사의 연구 논문과 책들을 

읽고, 함께 대화 나눌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학문

과 헌신 또한 멘토십이 여러 동료 교수들, 졸업생들과 재학생들, 

그리고 나아가 세계 여러 곳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에 의해 진심

으로 존경받고 감사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

니다. 저는 특별히 조 박사의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는 것과 그

녀의 학자로서의 예리한 통찰력과 영향력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게렛신학대학원의 교수로서, 조 박사는 다양한 직책

들을 역임했으며, 또한 아시안/아시안아메리칸 목회 센터

의 디렉터로도 활동해 왔다. 조 박사의 지도력 아래 아시

안/아메리칸 목회센터는 웍샵,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다양

한 학문 분야의 아시안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신학자들

을 초청 강사로 초빙해 폭 넓은 강연을 열었고, 센터가 게렛

신학대학원의 중요한 핵심 분야가 되는 일에 공헌하였다. 

조 박사는 특히 박사과정 학생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지도교수이기도 하다. 박사과정의 지도교수이자 조언자로서

의 조 박사의 역할은 학교를 넘어서 The United Method-

ist Women of Color Doctoral Program(연합 감리교 유색 

인종 여성 박사과정 프로그램), Forum for Theology Ex-

ploration Doctoral Fellowship Program(신학적 연구 박사

과정 장학금 프로그램을 위한 포럼), 목회와 신학교육의 박

사과정 학생과 여성을 위한 네트워크인 The Pacific, Asian, 

and North American Asian Women in Theology and Min-

istry(태평양, 아시안, 그리고 북미 아시안 여성 신학자와 목

회자 모임), 아시아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한 주 집

중 멘토링 프로그램인 the Asian Theological Summer In-

stitute(아시안 신학 여름 연구소) 등 다양한 학생들과 그룹

에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조 박사는 노스웨스턴대학의 종

교 연구와 아시안아메리칸 연구 분과의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조 박사는 신학과 학제간의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

의 논문과 책을 썼다. 조 박사의 저서는 “Heart of the Cross: 

A Postcolonial Christology(Westminster John Knox, 2006), 

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그녀의 최근 저서는 김나미 박사와 공

저한 “Critical Theology against U.S. Militarism in Asia: De-

colonization and Deimperialization(Palgrave Macmillan) 는 

2016년에 출판되었다. 또한, 현재 Trauma, Affect and Race: 

A Postcolonial Theology of Hope(Fordham University Press, 

2018)과 In Proximity to the Other: A Postcolonial Theological 

Anthropology(Westminster John Knox Press) 두 저서가 곧 출

판될 예정이다. 

조 박사는 드류 대학의 신학과 철학 연구 분야에서 박사학

위를 2003년 취득하였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1992년에 취득하였다. 그리고 노스센트럴 대학에서 종교학과 영

문학을 복수 전공, 그리고 정치학을 부전공으로 해서 1989년에 

학사학위를 받았다. 인기 있는 강연자인 조 박사는 미국뿐만 아

니라 캐나다, 한국 그리고 유럽에서 열리는 학회들에 자주 초청

받는 학자이다. 

조 박사는 9살 때(1976)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 1990년대에 미 북동부지역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시카

고에서 성장하였다. 그녀는 두 아들―조슈아와 알렉스―을 두었

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멕스웰 업슨(Maxwell Upson) 신학

과 문화 분야 석좌교수인 마크 테일러 박사가 배우자이다. 그녀

는 여가 시간에 요리, 독서, 등산, 음악 듣기, 정원 가꾸기, 사진 찍

기, 그리고 소설 읽기를 즐기고, 문학과 예술을 그녀의 신학적인 

고민과 성찰의 중요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다.

게렛신학대학원은 연합감리교와 연계된 대학원으로서, 1853

년에 설립되었다. 놀스웨스턴대학의 캠퍼스에 위치한 학교로, 에

큐메니칼한 상호 교류들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교단들과 문

화적 배경을 가진 5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있다. 게렛신학대학원은 다양한 석사과정(Master of Divinity, 

Master of Arts, 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철학 박사, 그

리고 목회학 박사과정을 통해 귀감이 되는 지도자들을 키워 내

고 있다. 지금까지 4,500여 명의 동문들이 전 세계에서 교회와 

사회를 섬기고 있다.

전국에 계신 한인여선교회 회원들께,
부활의 주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사랑과 평화로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는 한인여선교회의 지도자 양성

을 위한 ‘2017년 전국지도자훈련’에 전국에 계신 한인여선교회 회
원들을 아래와 같이 초대합니다.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된 전국지도자 훈련은 올해 23주년의 청
년의 나이가 되었고,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한인여선교회 회
원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에 
선 전도부인 선교사역을 미국 여선교회 본부와 함께 실시하여 그
분들도 기독여성지도자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
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국에 계신 한인여선교회 회
원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목사님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라
고 생각합니다. 

올 해에도 2세 Young Women 20명을 초대하여 함께 전국지
도자 훈련을 갖고자 합니다. 세대를 넘어서서 여성이라는 이름으
로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기 위한 전국 
지도자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 우리 한인여선교회를 향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세상에 선한 영
향력을 발휘하는 기독여성지도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어머니
와 딸을 함께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기도하시며, 교회의 여선교회 회원들께 
권면해 주셔서 전국에서 많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
록 해 주십시오. 

참조로 Website(www.nnkumw.org)에 들어가면 전국지도자 훈
련 안내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제: 평화와 여성공동체
 일시: 2017년 9월 28일(목)~10월 1일(주일), 3박4일
 장소: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신청마감일: 2017년 6월 30일 
 등록금: 1인 $350(숙박비, 식비, 세미나비 포함) 
 참가인원: 150명(1세 한인여선교회 회원 130명과 Young   

 Women 20명, 선착순)

장학금 
 여행경비 장학금: 비행기 요금 최대 $150까지, 자동차 마일리

즈 50%를 훈련 후 지급

 30~40세 이하의 젊은여성 장학금: 등록비 중 $200을 훈련 후 
지급

 Young Women 장학금(18~30세 이하 UMC 소속 미혼여성): 
등록비 $350 Free

Young Women Program
9월 29일(금)~10월 1일(주일)에 실시되나, 28일(목)부터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을 함께 초청합니다.                                                                                    

등록하는 방법과 보낼 곳
 신청서와 등록비를 함께 박나미 권사님(전국연합회 회계)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Namy Park: 7709 Phlox St. Downey, CA 90241
(Cell) 562-810-8007 / namy_park@yahoo.com

 등록비 Check는 “NNKUMW”라고 발행해 주세요.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자세한 프로그램 소개와 여행안내를 보
내겠습니다.)

 문의: 김명래 총무(914-473-7401 / mrkim81@gmail.com)

한인여선교회전국연합회
National Network of Korean UMW

교단 소식

미국 조직 신학 분야 역사상 최초
한국계 미국인 여성 정교수

조원희 교수

2017년 전국지도자훈련

조원희 교수

[보도자료]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2017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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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017년 10월 25~29일(4박 5일)
 경비: 1인당 $500, 부부 $750(숙박과 여행비 포함)-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왕복 항공료(현재 KAL $400, SU $253)는 
포함되지 않음.

 대상: 청년, 평신도, 목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문의: 조영철 목사, choyoungchuel@gmail.com
 등록 마감: 8월 말까지

행사 일정과 내용
 10월 25일(수): 도착, 오후 4시－개회예배, 첫째 날 저녁집회, 

평화통일기도회
 10월 26일(목): 아침기도회, 오전－심포지엄 I. 오후－고려인 

독립운동지역과 고려인 역사박물관 방문. 둘째 날 저녁집회, 
평화통일기도회

 10월 27일(금): 아침기도회, 두만강과 하산(고려인 처음 정착지) 
방문, (버스 안에서) 심포지엄 II, 심포지엄 III 두만강 평화통일기도회

 10월 28일(토): 아침기도회, 오전－심포지엄 IV, 심포지엄 V.
오후－고려인 역사거점(신 한국촌과 퇴거당한 지역) 방문, 
저녁－지저스 수퍼스타 공연 관람

 10월 29일(주일): 아침 기도회 평화통일기도회, 연해주감리교회 
4지역 방문(초대 순교자 김영학 목사 기념교회), 오후 4시－
고려인 디아스포라 80주년 평화 기념센터 건립 발족 및 환영 
인사－박상원 홍보대사, 축사 및 찬양－연합 찬양(고려인/
조선족/한국인/미주한인), 연합 몸 찬양(고려인/조선족/한국인/ 
미주한인), 설교, 평화 통일 기도회

심포지엄 주제
I. 고려인의 수난의 이주 역사와 독립운동사
II. 고려인 이주 150주년, 고려인의 평화통일행진 보고(모스크바-

중앙아시아-연해주-북한-판문점-남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III. 성서신학에서 바라본 예수 평화 신학
IV.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
V. 평화통일을 위한 방법과 우리의 자세

역사적 체험 행진
 옛 고구려: 발해 땅 탐방(70km)
 하산(두만강) 북한 지역 탐방(200km: 5시간)
 독립운동 지도자(이상설/최재형/안중근 의사) 유적지 탐방
 연해주 정착 신한 촌에서 중앙아시아로 퇴거당한 기차역까지 

(70km 차량으로)
 끼빠리사와에서 라스톨로에까지 4km 도보 행진 80년 전 고려인 

이주 당한 곳(도보 행진)
 80년 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스토베까지 강제 퇴거 체험 행진

(7일, 선택)

행사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한인연합감리교회 웹(KoreanUMC.org)
을 참조하세요.

2017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흩어져있는 모든 한반도 
이산가족을 위한 평화의 기도 센터를 위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은 1864년부터 1937년까지 
조셉 스탈린이 이곳에 살던 우리 선조들을 
강제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추방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강제 추방당했던 80년(1937~2017)을 
기념하여 올해 한국의 평화통일 국제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1991년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많은 한국(조선/고려)-러시아 
디아스포라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바람에서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영적인 것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

또한, 그분들이 생활하셨던 곳과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한-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역사, 특히 1937년 추방 전과 후의 의미와 중앙아시아를 통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주신 이 시대의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유산을 기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축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 에드워드 감독(UMC, 유레시아 연회)

고려인 디아스포라 80주년 역사적 체험 행진

Registration 등록(2017년 10월 25~29일)
80년 전 1937년 10월, 17만 2천 명의 고려인 선조들이 
블라디보스토크 라스돌나야 기차역에서 개, 돼지처럼 기차에 
실려 카쟉스탄 우스토베 등 중앙아시아로 끌려갔습니다. 눈보라 
치는 시베리아 땅에 2만 명의 시체를 묻고 가야만 했고 힘든 여정 
속에서 추워 무려 2만 명이 굶어 죽는 비참한 여정이었습니다. 또한,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유리걸식하던 선조들의 비참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고려인들의 디아스포라를 
함께 만나면서 오늘날 분단된 한반도 민족의 평화와 통일로의 
실마리를 찾고 부활과 희망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21세기 가나안.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스리스크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독립운동과 평화운동의 유적지에서 역사적 체험 
행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시대가 부르는 
역사적 체험 행진에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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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고려인 디아스포라 80주년
역사적 체험과 평화기도회 초청 2017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

한인 교회를 위한 긴급 한인총회

6월 26~28일, Chicago, IL

지역연합회 선교학교(Mission U)

7월~8월 

서부지역 목회자 협의회 가족수양회

7월 3~6일, Flagstaff, AZ

중북부 총회 및 목회자 가족수련회 

7월 10~13일, Eureka Springs, AR

동북부연합회 목회자 가족수련회 

7월 17~20일, 버먼트한인연합감리교회, VT

2017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7월 24~28일, San Jose(SJO), Costa Rica

St. Paul 신학대학원 한국어 강좌

7월 31일~8월 4일, Leawood, KS

Nexus Convocation 

(Nexus Kids Camp + Youth Initiative)

8월 2~5일, Centreville, VA

타인종목회자협의회 연차대회

8월 7~10일, Chicago,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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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청년학생선교대회/ 2030 Conference

11월 22~25일, Chicago, IL

UMC, 유레시아 연회, 
허 에드워드 감독

8 June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