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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
투표 방법의 변경
연합감리교회 리더들
은 2016 총회에서 대의
원들이 보다 빠르고 그
리고 스트레스를 절감시
킬 수 있는 투표 방법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대의
원들이 총회 전체회의에
서 투표하는 방식과 같이
입법 소위원회에서도 휴
대용 전자기기를 이용해
투표를 하게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변화는 대
의원들이 두 회의에서 무
기명 투표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소위원회
에서 대의원들이 일반
적으로 손을 드는 방식
으로 입법안에 대한 투
표를 했다.
입법 소위원회들은 오는 5월 10일부터 20일
까지 포틀랜드(OR)에서 열리는 교단 입법 기관
인 총회에 청원된 입법안의 통과를 위한 첫 번
째 관문이다.
총회여권신장위원회는 2012 총회 입법소위
원회 회의 동안 대의원들이 방청객으로부터 받
는 압박감에 관한 기관 모니터 요원들의 보고
를 받고 투표방식에 대한 변경을 요청했다. “대
의원들을 오싹하게 만들 만큼의 긴장이 고조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우려되었습니다,”라고
여권신장위원회 총무이자 총회 대의원인 Dawn
Wiggins Hare는 말했다.
여권신장위원회는 이 이슈를 총회를 준비하
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총회준비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총회 업무담당 매니저인 Sara Hotchkiss는
864명의 각 대의원들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때 각각 두 개의 투표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의 비용을 조사했다. 업무담당 팀은 투표 전자
기기를 위한 비용으로 2012년 총회 때 지불한
것보다 적은 가격으로 협상을 했다고 그녀는 말

했다. 이 비용은 문제 발생 시 대치할 여유분의
기기와 필요 업무 관계자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많은 대의원들은 이 변화를 고대하고 있다.
서부 짐바브웨 연회의 대의원인 Betty Spiwe
Katiyo는 어떤 대의원들은 총회에 앞서 그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투표하기를 요구
받는다고 전제하며, “저는 이 투표 기기의 사용
이 무엇을 또는 누구를 위해 투표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어, 대의원들이 자유롭게 투
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라고 말했다.
앨라바마―서부플로리다 연회의 Steve Furr
은 Church and Society 2 입법 소위원회를 섬겼
던 경력 있는 또 하나의 베테랑 대의원이다. 이
소위원회는 ‘교회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와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가’와
같은 예민한 이슈들을 다루는 위원회이다. 그는
상반하는 다양한 관점을 지지하는 방청객뿐 아
니라 다른 대의원들로부터 받는 압박감에 시달
리는 대의원들의 표정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변화가 주어진 이슈들에 대한 마지막

투표 집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예
상하고 있다. “저는 이슈
들에 대해 양쪽 모두 소
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의
투표를 바꿀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도 이것이 어떤 이슈에
대한 진실된 투표결과를
얻게 될 가장 좋은 방법
이라고 여겨집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와 같은
변화가 대의원들이 자신
들의 문화에서 개방적으
로 논의하는 것을 금기
시 하는 주제에 관해 좀
더 편하게 투표할 수 있
도록 도울 수 있다고 덧
붙였다.
플로리다연회 대의원인 David Dodge 목사는
이 변화는 또한 대의원들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
이 이끄는 대로 따라 투표하기 보다, 그들 스스
로 투표를 위한 준비 더 잘할 수 있게 조장할 것
이라고 예상했다.
소위원회 대의원들은 전체투표 때만 새 기계
를 사용할 수 있다고 Hotchkiss는 말했다.
그러나 Dodge 목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
은 소위원회가 입법안 심사를 위해 분과 위원회
로 나뉠 때도 어떤 무기명투표 방식이 도입 되
기를 희망한다.
총회에서 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오리엔테
이션에서, Hare 총무는 분과위원회가 투표용지
를 이용해 투표하는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새 기계들의 도입은 좋은 시작이라고 Hare
총무는 말했다. “이 작은 변화는 비우호적인 환
경에서도 모든 의견이 발표될 수 있도록 보장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글쓴이: Heather Hahn(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
newsdesk@umcom.org, TN)

2016
Saint Paul
신학대학원
한국어 강좌
캔자스주 리우드의 Saint Paul School of Theology에서는 매 3년 주기로 연합감리교회 목
사안수과정 필수과목인 연합감리교회 교리, 역
사, 장정 등을 여름학기 강좌로 개설,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강의는 “연합감리교회 교
리”(The United Methodist Polity)로 8월 1일(월)
부터 5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매년 20여 명 이상의 한인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강좌는 Saint Paul 신학대학원의 공식
개설과목으로, 필요한 경우 타 신학교의 해당
과목 학점이나 연회의 연장교육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인트폴신학대학
원 조직신학 교수인 전영호 박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메일: younghchun@spst.edu, 전화
913-253-5010(office), 913-909-1880(cell
phone)
• 과목:
		
• 일시:
• 장소:
		

연합감리교회 교리
(The United Methodist Polity)
2016년 8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The United Methodist Church of the
Resurrection(13720 Roe Avenue,
Leawood, KS 66224)
• 수업료와 활동비: $1,140(숙식별도)
• 등록마감: 2016년 7월 20일까지
• 자료제공: 전영호 박사
		
Saint Paul 신학대학원, MO 		
younghchun@spst.edu

자세한 정보는 http://www.koreanumc.org/
resources/2016-saint-paul-8-1-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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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위한 기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도, 호흡, 반복.
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
에 참석하는 864명의 대의원
들은 각각 기도로 둘러싸여
오게 된다.
연합감리교회 최고 입법
기관의 모임이 5월 10일에서
20일까지 포틀랜드의 오리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가운
데, 세계 각국 도처의 사람들
이 대의원들의 이름을 부르
며 연합감리교회를 위해 기
도한다.
감동적인 음악, 영감 있는
설교,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 기회뿐 아니라, 대의원들은 교회법에 급격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토론을 하며 긴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이다.
논의가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면 종종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논의를 잠깐 멈추기도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다락방(The Upper Room Chapel) 주
임 목사인 Tom Albin 목사는 모든 과정을 준비하며 의도적인 기
도로 감싸기 위해 모든 연합감리교인이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회를 위한 기도 공동체
www.60daysofprayer.org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사역
“2016 총회를 위한 기도사역은 4년마다 모이는 과거 총회들 보
다 의도적이고, 포괄적이며, 통합되고, 광범위하여 더욱 사람들
에게 알려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Albin 목사는 말했다.
지난 4년동안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기도 묵상집인 “총회를 위
한 60일의 기도”가 여러 방식과 다른 언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
해졌다고 Albin 목사는 덧붙였다.
웹 방문객들은 3월 31일에 시작되어 총회가 끝나는 5월 20일
의 9일 후에 끝나게 되는 ‘매일 묵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묵상집은
온라인과 무료 PDF, 또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신청해 받아
볼 수 있다.
‘매일 묵상’은 또한 총회 앱(General Conference app)과 해외지
역총회(미국 밖의 연회들) 대의원들이 사용하는 태블릿에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 스와힐리어(아프리카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용
어)로 제공될 것이다.
지난 총회들과 같이, 기도방과 숙련된 영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준비될 것이다.

“어떠한 결정이 나든지
간에 교단 내에는 상처받
고 화내는 사람들과 감사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또
는 혼란스럽고 불확실성
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
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
하며 하나님께 고통과 기
쁨 그리고 좌절에 대해 말
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
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라고
Albin 목사는 말했다.
2012년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총회에서, 개회예배에 참석
했던 모든 사람들은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기도 망토를 받았다.
2016년에는 총회를 위해 특별 제작된 기도 메달이 있는 ‘개신교
기도 묵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Albin 목사는 말했다.

김인호 목사
(David Kim)
Deborah Lieder
Kiesey 감독은 김
인호 목사(David
Kim)를 2016년 7
월 1일부로 디트로
이트 연회 Saginaw
Bay 지방의 감리사
로 파송한다고 발
표했다.
김 목사는 현재 디
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 MI)의 영어 회중인 Troy
Hope Ministry를 섬기고 있다. 그는 또한 디트로이트 연회 디
자인 팀의 일원이며, Renaissance 지방 감리사협조위원회 부
의장으로 섬기고 있다.
현재 Dr. Jeffrey R. Maxwell 목사가 Saginaw Bay 지방의 감
리사로서 섬기고 있다. Jeff 목사는 33년 동안의 목회를 마지
막으로 오는 7월에 은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2010
년부터 Saginaw Bay 지방을 섬겨왔다. “저는 감리사회를 위

특별기도 모임들
총감독회도 131개의 연합감리교회 연회들이 각각 돌아가며 매
일 기도할 ‘131일 24시간 연속 특별기도’ 계획을 세웠다.
2016년 총회 모임 장소인 오리건 아이다호 연회를 시작으로
2015년 12월 31일에 특별기도가 시작되었다.
새해 전날 저녁 11시 45분, 연합감리교회 Grant Hagiya 감독이
연회의 마지막 기도 순서를 맡았다.
Hagiya 감독은 기도 중에 주님으로부터의 비전을 받았다고 말
했다.
“만일, 삶을 크게 바꿀 계획을 위해 개인적인 편견을 버리고 우
리가 협력하여 일하는 논의와 주장이 있는 총회가 있었다고 하나
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고 그는 말했다.
“만일 그것이 비전이었다면”이라고 그는 1월 19일에서 21일까
지 포틀랜드에서 모였던 총회 사전 브리핑에서 말했다.
“저는 당신도 같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축
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Hagiya 감독은 말했다.
“많은 분들이 2016년 기도 사역에 동참하는 이 기회를 기다려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
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는 것에 감사함과 기대감이 있
습니다”라고 Albin 목사는 말했다.

한 Jeff 목사의 역량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다
른 인생을 시작하는 Jeff 목사를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Deb
감독은 말했다.
김 목사는 Mary Hardin-Baylor 대학에서 학사학위와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조만간 ‘변화를 위한 리더십’ 부분으로 한 목회학박사 학위를
Methodist Theological School in Ohio에서 받을 예정이다.
그는 또한 디트로이트 연회의 교회개척위원회(New Church
Development Committee)와 The United Methodist Union of
Greater Detroit의 일원으로 섬기고 있다. 그는 아시아-아메리
카 목회 자문 위원회의 구성원이었다.
김 목사와 그의 아내 Julie 사모는 슬하에 고등학교 졸업반인
딸 Naomi Immanuel Kim을 두었다.
“저는 김 목사가 디트로이트연회 감리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중심의 다문화 사역의 성장
을 위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가 Saginaw Bay 지방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Kiesey 감독은 말했다.

글쓴이: Kathy L. Gilbert(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 newsdesk@
umc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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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o Haram 전쟁의
난민을 돕는 교회
나이지리아에 있는 한 연
합감리교회는 나이지리아 북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Boko
Haram 전쟁으로부터 탈출한
수천 명의 난민 중 일부 난
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Abuja에 있는 Don Peter
Dabale Memorial 연합감리
교회는 지난 2009년부터 교회
건물 프로젝트를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속의 부족한 형
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움
을 주고 있는 것이다.
Abuja 지방의 감리사인 Matthew Daniel Dangombe 목사
에 따르면, 피난민들이 교회 주위에 모여 살면서 상황이 잠정적으
로 어렵게 되는 것을 보고 교회가 그들을 돕기로 한 것이다.
“우리 지방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의 하나라고 여깁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이지리아 피난민들은 다양한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래서 교회는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그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고
향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목적으
로 종이의 재활용이나, 바느질 방법, 공예 등을 가르치는 다양한 사
역으로 난민들을 돕고 있다.
“피난민들의 어린이들은 Abuja에 있는 미 대사관의 친구들로부
터 도움을 받아 학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Dangombe 감리
사는 말하며, 나이지리아의 연합감리교회는 다른 종교 그룹들과

연계해 그들의 시설들을 피난
처를 필요로 하는 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
붙였다.
Dangombe 감리사는 난민
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회가 나이지리아 사
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
회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에는 여러 교
회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특
별히 이 지역에도 여러 교회
가 있지만, 우리 연합감리교
회처럼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비용을 걱정하지 않는 교회는
드뭅니다”라고 말하며,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있는 Don Peter Dabale Memoria 연합감리
교회는 나이지리아 난민들을 주일 헌금 등의 교회 재정적인 리소스로
돌보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Abuja 지방의 “Church Village”라고 불리는 외곽에 위치한 이 교회
는 난민들을 위한 교육에서 만들어진 물품들을 난민들이 작은 가게들
에서 팔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지난 2006년에 소천한 나이지리아의 Don Peter
Dabale 전 감독을 기념하여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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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총회 등록
요청 편지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시
길 기원합니다.
2016년 한인총회는 4월 4일 시카고
에서 “Bridge Building to the Promise
Land, Together”라는 주제로 특별히 영
어권 차세대 목회자(Nexus)들과 함께
모여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2
세 목회 목회자, Children and Youth
Ministry 전도사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시카고 총회에서
차세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네트워
킹하며 한인교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금년 한인총회는 향후 10여 년간을 내
다보며 우리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이 어
떻게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준비

글쓴이: E Julu Swen, based in Monrovia, leads the UMC Liberia

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귀중

Publishing Team

하고 의미 있는 사역을 위해 함께 동참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등록신청과 자세한 정보는 한인연합감
리교회 웹 http://bit.ly/1RAypgz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연합감리교 한인교회와 한
인목회자들이 모여 함께 만드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
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장

연합감리교회와 2016년 총회를 위한 기도 공동체에 동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 기도 운동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교단 전체의 대의원, 감독, 목회자, 평
신도, 회중 그리고 소그룹을 총회를 위한 이 영적인 준비과정에 초대합니다.

이성현 목사 드림

4

개체교회 소식

March 2016

교회 창립 112주년을 맞으며
이창민 목사 |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 CA
“LA 연합감리교회"는 1904년 3월 11일, “한인
선교회(Korean Mission)”라는 이름으로 미미하
게 시작되었습니다. 미미한 시작이라고 부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를 이끄는 지도
자가 미미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 지도자는 셔
먼 여사(Mrs. Florence Sherman)로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나갔던 해리 셔먼(Harry Sherman)의
부인입니다. 이들 부부는 1898년 12월에 조선에
선교사로 파송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교
기간이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헨리 셔먼 선교사
가 건강 악화로 2년 남짓 사역한 후 미국으로 돌
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요양하던 그는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31세의 젊
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셔먼 여사는 두
아이를 데리고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며 한국에
서 유학 온 신흥우와 함께 “한인 선교회(Korean
Mission)”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신인 “한인 선교회”에 처음 모
인 성도들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선
교회가 시작될 때 모인 사람의 수가 12명이었습
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모든 한인의 수
가 20명 정도였기에 적은 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들의 삶 역시 미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
시 공식적인 이민자로 온 이들은 1903년 사탕수
수 노동자로 하와이에 온 사람들뿐이었습니다.
큰 꿈을 안고 하와이에 왔지만 고된 노동을 견디
지 못한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희망을 찾아온 곳이 로스앤젤레스였습
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장 거처할 곳도 먹을 음식
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곤

교회뿐이었습니다. 고단한 노동자들, 정치적 망
명객들, 그리고 가난한 유학생들이 모여 이룬 교
회의 모습은 미미한 시작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된 셔먼 여사와 고단한 이민
자들이 시작한 교회는 미미했지만, 그 교회를 인
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미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제자를 만드는 큰일
을 시작하셨습니다. 셔먼 여사는 교회에 모인 한
인들의 현재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조
선의 복음화를 위해 힘쓸 주님의 제자로 여겼습
니다.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들은 철저한 복음으
로 무장한 제자가 되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
고, 미국의 문화와 교육을 몸으로 익힌 사람들은
조국의 선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민자로 뿌리를 내린
이들은 전 미국에
뻗어 나가 미주 내
한인 이민 사회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LA 연합감리교
회”라는 우리 교회
의 이름 앞에는 “미
국 본토 최초의 한
인교회”라는 수식
어가 붙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는 자
랑이 되기도 하지
만, 역사를 만들어
가는 교회의 책임도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 112년이라는 세월은 한인 이민사
회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만든 변화와 변혁
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우리 교회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했습
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조국에 어
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이민자들에게는 영적인 고향이 되었
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민자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한 교회는 문화와
세대,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 온 세상을 향한 선
교의 열정으로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112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고난도 아픔도 은혜가 되
었습니다. 또, 오늘을 맞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

언제나 자라나고 싶은 겨자씨 한 알

대한민국에서 현재 방송되고 있는 사극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를 얼마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한 편의 드라마를 잠시 보면서
그 안에 등장하는 이방원을 맡은 연기자가 내뱉었던 대사 반 부분이
제 가슴 한 켠에 꽂혔습니다. “살아있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보
았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인가?” “살아있다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실, 사막
한 곳에서 5년 이라는 시간을 목회를 하며, 영적으로든 아니면 양적
으로든 자라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과 교회의 모습을 보며 조금은 지
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는 말은 감사뿐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
심과 은혜로 이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고백하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 내일을 맞는 우
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112
년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
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내
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
음은 여기서 그칠 수 없습니다. 소망을 올곧게 담
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차세대, 미래라는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다가오는 세대가 주인의식을 갖고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신앙의 틀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회 창립 112주년을 맞이하는 바로 이때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
다. 오늘 역사의 증인으로 “LA 연합감리교회 창
립 11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모두 하
나님의 뜻 안에서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Growing Church Conference
이태범 목사 |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CA

이런 상태인 저는 이 질문을 안고 GCC(Growing Church Conference)를 참석하였습니다. 물론, 서기를 맡은 임원이기에 참석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제 마음 한 켠에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면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
답을 GCC에서 얻고자 참석한 저는 공교롭게도 금년 GCC 전체 주
제가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듯했습니다.
금년 GCC는 “장벽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약 33명의 목회자가
모인 가운데 캘리포니아 남가주의 Oxnard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
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GCC, 즉 Growing Church
Conference의 취지에 맞도록 작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그
단점을 만들어 내는 상황과 장벽을 어떻게 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가
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5가지의 소주제를 맡아 강연을 해 주신 각 5명의 강
사들과 그 주제에 대하여 논찬해 주신 5명의 논찬자들까지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서로 심도 깊은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5가지의 주제
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은 교회 잠정 극대화(강연/황승일 목사, 논찬/정현섭 목사)
• 재정과 인력부족 넘어서기(강연/이상호 목사, 논찬/나은진 목사)
• 프로그램 부재 넘어서기(강연/정치영 목사, 논찬/이말용 목사)

• 지도력 부재 넘어서기(강연/이동규 목사, 논찬/심시정 목사)
• 성장과 목회자 영성(강연/이창민 목사, 논찬/김기석 목사)
특별히 강연과 논찬을 맡으신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느껴오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
가고 있는가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되어 참여한 목회자들이 조금 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연과 논찬 후에는 참석자들이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져 자신들이 사역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그룹간 토의를 하였
습니다.
금번 GCC에는 특별히 한국의 청파감리교회에서 시무하는 김기
석 목사가 특별 강연자로 참석하여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돌
아보는 시간도 가져서 개인적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튼, 금번 GCC를 마치며 지쳐있던 제 자신, 그리고 현재 제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서 느끼는 장벽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겨자씨 한 알의 특징 중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심으신 것이라면
작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어느 목회자의 고백을 들으며 나의
사역도 다시금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고한 생각을 품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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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과테말라!
클리닉 베데스다 개원 예배를 드리다.
이누가 목사

클리닉 베데스다가 2월 17일 드디어 하나님
의 이루시는 힐링을 위해 개원예배를 드렸습
니다. 클리닉 근처에 사는 분들과 힐링 과테말
라 사역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깜
짝으로 불러주신 근처의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삼백여 명이 오셔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렸
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이들
의 입술을 통해서 클리닉 베데스다가 이 땅에
서 병든 이들에게 당신의 만지심이 되고, 눈물
흘리는 이들과 함께 흘리는 당신의 눈물이 되
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당신이 함께하
시는 확실한 증거라고 큰 기쁨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 내내 하나님의 기쁨이 모든
이들 가운데 흘러넘치는 기쁨만이 충만한 예
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대로 이루어 나가시
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무척이나 가슴 벅
차는 기쁨입니다. 2015년 삼월까지만 해도 현
재 클리닉 베데스다가 있는 곳은 허허벌판이었
습니다. 불과 일 년이 채 되지 않아, 아름다운
클리닉 베데스다가 완공되고, 이제 환자를 맞
이하게 된 것입니다. 베데스다 클리닉은 3600
제곱피트의 면적으로, 의과와 치과 외래진료
실, 약국, 엑스레이실, 검사실, 초음파실, 그리
고 수술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풀타임 과테
말라 의사와 치과의사가 스태프로 함께 사역하
고 있습니다.
완공까지의 과정 하나하나가 주님의 이끄심
이 없으시면 불가능한 과정들이었습니다. 클리
닉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지만, 건
축을 시작할 당시에 저희가 가진 재정은 아무것
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스라엘 백성이 하
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건너
는 것과 같은 고백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

는 마음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지가 필요
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곳으
로 인도하셨고, 또 때맞춰 이 땅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베데스다 클리닉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힐링을 더욱 이룰 수 있어서 참으
로 감사할 뿐입니다.
특히 수술실은 우리 주님의 힐링을 드러내
는 데 참으로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평상시에
는 베데스다 클리닉의 의료진에 의해서 소수술
을 하는 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나 한국에서 전문 수술팀이 올 경우에는 심도
있는 치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령 성형외
과 수술팀이 방문해서 언청이 수술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여름에 비전케어라
는 안과 수술팀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쉘라
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과테말라시티에서 일
주일을 포함) 150여 명에게 백내장 수술로 다
시금 보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2016년
에도 비전케어팀이 이곳으로 오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속되는 여러분의 기도
입니다. 클리닉 베데스다를 통해서 우리 주님
의 치유의 역사만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기도하시면서 단기나 장기 의료사역팀으
로 함께 하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
라, 기도하시면서 의료장비 구입과 운송을, 병
원 운영을 위한 재정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현
재 기본적인 외래 의료 장비들만이 준비가 되

이곳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힐링을 생
각하면 마음이 참으로 설렙니다. 저희 사역 중
의 하나가 오지로 순회진료를 나가는 것입니
다. 그곳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더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
검사와 치료를 감당할 베이스캠프가 없어서 그
냥 ‘가까운 병원으로 가세요”라는 말만 남긴 채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실, 엑스레이, 초음파실,
수술실에 필요한 장비들을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힐
링이 이곳 과테말라땅을 뒤덮고, 또 여러분들
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늘 경험되어지길 기
도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healingguatemala.
org를 참조하세요.

클리닉 베데스다 전경

라엘 민족들은 따라 움직이고, 한 곳에 머무르면
몇 달이건 그곳에 진을 친 것 같이 ‘하나님이 재
정을 허락해 주시면, 벽돌을 한 장이라도 쌓겠습
니다. 만약 재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또 주님
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힐링 과
테말라를 사랑하시는 이들을 준비시키셔서 모
든 것을 풍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재정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시청과의 문제도 큰 난관이었습니다. 뇌물을 기
대하는 시장이 사사건건 공사를 방해하는 것입
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의 많은 주민들을
준비시키셔서 이들을 통해서 클리닉 베데스다
가 당신의 뜻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시
위에 시장도 어쩔 수 없어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했었습니다.
이렇듯 공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 당신의 뜻을 드러냈
지만, 하나님은 베데스다
클리닉 부지를 선정하는
데에서 역시 당신의 마음
을 보여주셨습니다. 부
지를 처음 보여주신 것은
이곳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시가 어
떻게 분포되는지 알고자
우연히 이곳을 지나쳤고,
이 부지를 본 순간 “정말
로 아름다운 땅이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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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웨슬리와
Asbury를 기리며…

전희천 목사
아이오와 연회
새로운 감리사로 파송
< 이 글은 아이오와 연회의 뉴스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

225년 전 존 웨슬리가 사망한 이후, Francis Asbury는 그의 일
기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죽음에 지속되는 세상의 손실에 대
해 생각해 보지 않고는” 감리교회 창시자의 글들을 아마 다시는
읽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감리교 창시자 감독인 Asbury는 버지니
아의 파송을 위해 말을 타고 여정을 계속했다. 그는 25년 후인
1816년 3월 31일에 사망하기 전까지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
기 때문이다.
연합감리교회 역사보존위원회는 곧 이 두 기념일을 맞으며,
금년이 200주년인 Asbury 사망에 중점을 준다고 위원회 총무인
Alfred Day 목사는 적었다.
3월 2일 연합감리교회 역사보존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는 “연
합감리교회 연감”이란 주제로 웨슬리의 일생의 하이라이트에 관
한 간단한 이야기를 개제했다.
“Francis Asbury와 미국 감리교의 틀”이라는 명칭의 전시회는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드류 대학교(Madison, NJ)에 있는 연
합감리교회 역사보존위원회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또한 온라인
으로도 볼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개체교회들이 “미국 감리교회의 개척자와 설계자”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운로드 가능한 Asbury 관련 리소스
를 이번 달 말경에 제공할 예정이다.
일기 속의 회상
1791년 3월 2일 웨슬리가 “64년 간의 설교 후 88세의 나이로 런
던에 있는 그의 집에서” 생을 마감한 후에도, Asbury는 거의 두 달
후인 4월 29일까지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Asbury의 일기에는 웨슬리의 칭송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우
리가 그의 슬퍼하고 초조한 글을 생각할 때; 그의 평범하지 않은
설교와 일기를 쓰는 재능; 발랄한 생기의 안정된 흐름과 같은; 그
의 안에 있는 많은 다스리는 정신; 관찰자로서의 그의 지식; 학자
로서의 소양; 기독교인으로서의 그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자라
난 모든 아들 중에서 아무도 그와 동등할 수 없고, 그의 위대함은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으뜸이라 나는 결론짓습니다.”
위원회의 기록보관 담당자이며 Asbury 전시회 책임자인 L.
Dale Patterson은 미국내 웨슬리의 대표자인 그가 그 소식에 대
한 그의 반응을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웨슬리는 모든 그의 감리교 설교자들에게 일기 쓰기를 권면
했습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일기는 설교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기록하고, 신앙을 돌아보
며,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들에 관해 적어놓는 데 도움을 주었다.
웨슬리는 그는 일기를 정기적으로 인쇄했으나, Asbury는 일부 선
택 부분만 인쇄했다고 Patterson은 말했다. 전체일기는 그의 사망
이후에 인쇄되었다.
Asbury가 정기적으로 글을 썼으므로 그의 여정은 일기를 통해
서 알 수 있다. “이는 여러모로 작은 자서전과 같은 기능을 합니
다,”라고 Patterson은 말했다. 1950년 중반에 인쇄되어 그의 가장
유명한 편지와 한 세트로 만들어진 학문적 주석의 Asbury의 일
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Asbury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전시회 알림에서 지적한 그 정보에는 “처음 100년 동안 미국
감리교의 틀을 세웠던” 사람의 “차분한 불굴의 결의”를 보여준다.
전시회는 Asbury의 배경과 지도력 그리고 순회 제도와 감리교회
연회, 그리고 감독제도에 끼친 영향에 대해 강조한다.

기일을 기념하며
유명한 사람들의 생일이 기억되는 오늘날에 비해 18세기와 19
세기 초기에는 누구의 기일을 기념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것
이었다.
“웨슬리 사망 후, 그에 관한 몇몇 초기 예술 작품은 ― 오늘날
로 얘기하자면 마치 살아 있다고 할 정도로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웨슬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다른 작품들도 있
습니다.”라고 Patterson은 말했다.
그는 나중에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젊은 전도자로 묘
사되는 대신, 불타는 목사관저에서 구해지는 어린아이로 묘사되
었다고 덧붙였다.
웨슬리가 사망했을 때 2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던 Asbury는
그의 감리교 임무를 수행하고, 겨울에는 남부 지방에서, 봄에는
북부로 가고, 여름에는 뉴잉글랜드에 다다르는 (Patterson의 정의
에 따르면) “대형 순회”를 계속했다. 그는 1816년 3월 31일 한 연
회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 사망했다.

장례 예술로서의 죽음 가면
1791년 3월 2일
사망한 존 웨슬리
의 이 죽음 가면
은 보기 드문 가
면의 복사본으로
1890년에 드류 신
학대학교에 기증
되었다.
죽음 가면은 18세
기와 19세기 초의
“소위 우리가 말
하는 장례 예술
중의 한 부분”이
었다고 연합감리교회 기록보관 담당자인 L. Dale Patterson은 말했다. “영국의 모든 왕으로부터 도살업자, 제빵사,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음 가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면은 보통 사람이 죽은 지 몇 시간 내에 만들어지고
예술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존 웨슬리의 온
화한 표정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의 모든 가면이 죽음 가
면의 틀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그
는 설명했다.
신뢰할만한 한 사람에 의해 1890년 드류 신학대학교에 기증
된 이 가면은 얼굴의 모든 잔주름까지 찾아볼 수 있다. “만
일 이 가면이 진품이 아니라면 아마도 가장 초기의 복사본
일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라고 Patterson은 말했다.
드류 신학대학교의 잔 웨슬리의 죽음 가면은 복사본으로
만들어져 여러 기관으로 배포되었다. 이들 복사본 중 하나
가 이번 연합감리교회 역사보존위원회에서 전시된다고 그
는 적었다. 진품은 안전한 곳에서 보관되고 있다.
글쓴이: Linda Bloom(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 newsdesk@

umcom.org)

전희천 목사가 아이오와
연회 중부지방(Central
District)의 새 감리사로
선임 되었다. Julius C.
Trimble 감독은 2016년
2월 21일(주일) 이 소식
을 발표했다.
“저는 감독님께서 저를
감리사로 파송하실 것이
라고 상상조차 해 본 적
이 없습니다. 그동안 많
은 기도를 통해 배운 ‘처음 부르심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을 굳게 믿지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라고 전 목사
는 말했다.
2015년 Mt. Vernon 연합감리교회에 파송되기 전에, 그는 Iowa
City 제일연합감리교회(2012~2015)에서 부목사로서, 그리고
Corning 연합감리교회(2007~2012)에서 사역했다. 그는 연합
감리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아이오와 연회의 정회원 목사이다.
전 목사는 한국의 광주에서 태어나 자랐고, 광주제일고등학교,
효신대학교(학사)를 졸업한 후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목회학 석
사), 버클리 연합 신학대학원(석사 과정) 그리고 클레어몬트 대
학원(종교와 신학의 철학박사)을 졸업했다. 그는 또한 2011년에
출판된 “Subjectivity of Differance: A Poiesis of Deconstruction
of Subjectum, Deus and Communitas” 책의 저자이다. 그는 현
재 미국 실용주의와 미 연합감리교 역사 안의 존 웨슬리의 실용
신학을 연구하는 중이다.
그와 그의 아내 Ann 사모는 슬하에 고등학교 졸업반인 딸 Sonia
를 두고 있다. 전 목사는 테니스와 독서 그리고 음악을 즐긴다.
전 목사의 파송에 관해 Trimble 감독은 “기도와 협의 그리고 분
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저는 중부지방(Central District) 감리사인
Dave (DA) Weesner 목사의 뒤를 이어 새 감리사로 전희천 목
사를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목사는 농촌과 도시 사역의
경험과,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경험, 그리고 건강한 교회 만들기
(Healthy Church initiative)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는 감리사회에 젊고 풍요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더해줄 것입니
다. 날카로운 신학적 생각과 겸손함과 자신감, 그리고 적극적인
인성을 가진 그는, 적응해갈 도전을 직면하고 있는 감리사회의
특별임무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전 목사가 Mt. Vernon 연합감
리교회에서의 사역을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것에 대
해 “저는 보통 누군가를 개체교회 파송 1년 만에 다시 파송하지
않습니다만, 이 파송은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자신합니다”라고
Trimble 감독은 덧붙였다.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처럼, 저는 Trimble 감독의 분별 과정과 오늘날 교회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신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정의가 강같
이 흐르고, 우리 안에 평화가 가득 차 흔들릴 수 없는 주의 왕국
을 위해서 연회 감리사로 섬기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
니다.”라고 전 목사는 말했다.

www.KoreanUMC.org를 방문하시면 소식과 알림, 자료와 정보, 사역과 신앙생활, 기관행사 및 이벤트 안내 등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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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 한 마리 양이라도 평안하지 못하다면
한명선 목사 | 요벨한인연합감리교회, NJ

지난주, 미국 대부분의 뉴스 채널들은 인종 문제를 둘러싼 보도
와 토론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온 한 후보가 백인 극우단체인 KKK의 지지 선
언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에도 KKK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명서가 나오기가 무섭게 해당 후보
는 그들의 지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그
만큼 이 단체가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을 지향하는 국수적이고
편협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지 선언을 받은
이 후보는 “모르겠다”라는 말로 대답함으로 자신의 입장을 매
우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이 애매모호한 입장이 도
화선이 되어, 지난 한 주 미국은 인종문제에 대한 토론으로 다
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난주, 인종 문제를 둘러싼 과열된 토론과 보도를 지켜보며 하
나 의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토론에서 아시아 이민
자들, 특히 한국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점입
니다. 토론을 주도해가는 목소리는 백인과 흑인들일 뿐 아시아
계, 남미계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민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다른 소
수 인종들에 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생
각나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소수 인종 이민자들과 비교할 때,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는 이름표가 하나 더 붙어있습니다. 바로, ‘성공한 이민자’ ‘모델
로 삼을 만한 소수 인종’(Model Minority)이라는 이름표가 그것
입니다. 북부 뉴저지에 살며 우린 아시아계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

본 적이 없습니다. “흑인의 목숨이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라고 처절히 외치는 그 외침에도 우린 좀 무관심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감옥에 지나칠 정도로 흑인의 비중이 많다는 사실
에도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아무 신경도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아시아계 수감자가 가장 적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겠죠.
또한, 국경 근처에 억류되어있는 이민자들이 비인간적인 처사
를 당했다 해도 남의 일 보듯 합니다. 심지어 뉴욕에 있는 한인
불법 체류자가 강제 추방을 당했다고 해도 별로 그것을 문제 삼
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되는 것을 꽤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최고의 대학에 진학했고, 쉽게 가질 수 없는 훌륭한 직장을 가
졌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사업에서도
그 특유의 근면과 성실을 발휘하여 아주 훌륭한 사업체를 이루
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는 아시아계 이민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 이민자들이 이런 일을 이루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소수
인종 중, 우리는 소위 ‘잘 나가는’ 소수 인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한 이민자, 모범적 소수 인종이 되다 보니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다른 소수 인종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충
분히 공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곤 합니다. 미국에서 논쟁이
되는 거의 모든 사회 문제들은 항상 인종이라는 문제에 한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민, 가난, 고용, 교육, 주거 등 첨예한 사회
문제를 다룰 때 그 안에서 인종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히 인식하
고 충분히 토론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이민자, 모범적 소수 인종인 우리 아시아계 이
민자들은 종종 인종 문제와 그와 연관된 사회 문제가 불어질 때
그것을 마치 남의 일 보듯이 해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
다. 저는 퍼거슨(Ferguson)을 비롯한 최근에 있었던 경
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흑인 사망 사건에 대
해 공개적으로 토론에 참여하
는 아시아계 사
람을

저는 혹시 이것이 성공한 이민자, 모범적인 소수 인종으로서 우
리 한인 이민자들이 가진 “무관심의 병”이 아닐까 심히 걱정됩
니다. 세상엔 아직도 정의롭지 못한 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이 있는데,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피부색과 언어, 그리고 문화
적 차이로 인해 편견과 부당함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이민자, 소수 인종으로서 우리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혹시 우
리가 이 “무관심의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먹고살기 바빠서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책임 있게 자신과 자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수 인종이라는 이유
로 먹고살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빼앗기고 있는 나의 이웃이 있
다면, “나 혼자 먹고 살기 바빠 당신이 쓰러져감을 돌보지 못했
다.”는 그 말은 과연 좋은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즈음 되자 저는 예수님의 아흔아홉 마리 양의 비유를 설명한
박재순 목사의 설명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아흔아홉 마리
양의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 아
흔아홉 마리를 들판에 버려두는 이 목자가 얼마나 현명치 못한
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한 산수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
면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선택, 더 이익이
되는 선택임을 알 수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하지만 한신 대학
교 신학과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박재순 목사는 이 비유를 설
명하며 이르기를, 이 비유는 우리 중에 한 마리 양이라도 안전
하지 못하다면,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도 아직 안전한 것이 아니
라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우리 중 부
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 부당하게 억압을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머지 아흔아홉 사람이 누리는 평화도 실
상 거짓 평화, 금방이라도 깨어질 수 있는 헛된 평화를 것이죠.
최근 벌어지는 인종 문제를 보며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는 솔직히 앉아 이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평화
는 정말 참된 것인가? 내가 평화를 누림으로 남의 평화를 빼앗
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평화를 누리는 이 순간에도 내 주위엔
이 평화를 갈망만 한 채 쓰러져가는 이웃은 없는가?”
모든 양들이 그리스도 안에 평화를 누릴 때까지 우리에게 영
원한 평화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께
서 지으신 창조 세상, 그 푸른 들판 위에 사는 ‘똑같은 양들’이
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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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Global
United Methodist
Clergywomen Gathering
• 일시: 2016년 8월 29일 오후 7시~8월 31일 오후 12시
• 장소: Hilton-Americas Hotel and Conference Center,
		
Houston, TX, USA
• 주제: “ONE: Birthing a Worldwide Church”
• 개최 목적: 세계감리교대회 기간 중 모이는 이번 연합감리
		
교회 여교역자 모임은 참가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기회들을 제공할 것이다.
① 다양한 형태의 사역과 여러 지역에서 사역
하는 여교역자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② 세계적 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비전을
세우고, 확실케 하며, 동참하기 위해
③ 국제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④ 세계를 변화시킬 개발국의 기독교 제자 공
동체들의 미래 모델을 고려하기 위해
교회 리더쉽 파트너로서 세계 감리교 여선교회 리더들과
연합감리교 여교역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이 모
임은 연대주의 속의 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들 지역모임의
정점으로서의 한몫을 할 것이다.
세계감리교대회와 만남은 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의 감리
교의 정체성과 이해를 강화시키고, 부가적인 지도력 양성 교
육과 네트워킹을 더 해줄 것이다.

2016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
연합감리교회총회를 위한 사순절 특별 기도기간
2월 10일~3월 26일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잠정 일정

3월 16~19일, New Orleans, LA - UMCOR Depot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 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들 도착
· 오후 7시: 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들 세계감리교 여선교
회 개회예배 참석
· 오후 8시 30분~9시: 인도자 원탁 회의

한인여선교회 동부지역 지도자훈련
4월 1~2일, Alma Mathews House, New York City
2016 한인총회

2016년 8월 30일 화요일
· 오전 9~12시: 세션 1(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변
화 시키는 Deacons and Elders)
· 오후 12시~1시 30분: 점심
· 오후 1시 30분~4시 30분: 세션 2(세계적 연대속의 연합
감리교회 여교역자의 지도력 원탁회의와 연합결성)
· 오후 5~7시: 세계감리교 여선교회 지도자와 함께 하는
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 만찬

4월 4~7일,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Chicago, IL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 오전 9시~11시 30분: 여성 감독들과의 대화(미래의 여
교역자들의 교회 주도에 대한 그들의 비전은 무엇인가,
교회의 변화와 세계의 변화를 만드는 여교역자)
· 오후 12시: 여성 감독들과의 점심 / 집사 축하 점심

연합감리교회총회(General Conference)

몽골 기독여성훈련
4월 21~23일, 울란바토우, 몽골
중앙 아시아 기독여성훈련
4월 28~30일, 우소도베, 카자흐스탄

5월 10~20일, Portland, OR
중남부 목회자 가족수양회
7월 12~15일, Corpus Christi, TX
동북부 목회자 가족 여름 수련회

지금 등록 하십시오!

7월 18~20, 워싱턴감리교회, MD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clergylifelonglearning@gbhem.org로 연락 바랍니다.
St. Paul 한국어 강좌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정상용

와싱톤한인교회
담임목사

•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11시
3부: 오전 12시/ 4부: 오후 2시
• 영어예배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오전 11시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 새벽기도 (화~토) 오전 6시
3153 W. Marine Avenue, Gardena, CA 902497
310-973-5106, 310-973-7429  •  www.krumc.org

연합감리교회 세계 여교역자 모임

김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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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림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오치용
•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2부: 오후 1시

담임목사

이후석

• 아침 기도회 (화~금) 오전 7시
• 저녁 기도회 (월~목) 오후 9시 30분~10시 30분

• 토요새벽예배 오전 6시

1203 W. Green Street. Urbana, IL 61801
www.jesuslovechurch.org

8월 29~31일, 휴스턴, TX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9월 12~14일,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MI
한인여선교회 UN 세미나
9월 29~31일, Church Center for United Nations,

•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 영어예배 오전 10시
• 수요예배 오후 8시

• 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시

(Global UM Clergywomen Gathering)

•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시
1219 Swinks Mill Road, McLean, VA 22102
703-448-1131 •  www.kumcgw.org

예수사랑감리교회

8월 1~5일, Leawood, KS

69 Main Street, Woodbridge, NJ 07095
732-800-8324 • www.facebook.com/pages/엘림연합감리교회/1597882843829572

New York City
한인여선교회 서부지역 지도자훈련
10월 28~29일,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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