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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연회 표결 시작

2016년 연합감리교회 

총회 대의원들은 그들의 선

택을 끝냈다. 이제, 총회에

서 의결된 5가지 헌장 개정

안들이 연합감리교회의 헌

장으로 최종 인정될지에 대

한 결정은 연회의 투표자들

에게 달려있다.

다가오는 몇 달 동안 연

회의 투표자들은 성차별 반

대와 등록교인의 포용성, 

대의원과 감독의 선거 그

리고 감독의 책임감에 대한 

총회에서 개정된 헌장들을 

심의하게 될 것이다.

헌장 개정은 우선 2016

년 5월에 개최된 총회와 같

은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을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전세계 연회 투

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관한 투표는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모인 라이베리아 연회를 시작으로 진행되었고, 

각 연회의 모임 일정에 따라 내년 초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연회의 투표가 모두 끝나면 총감

독회는 그 투표결과를 다음 회의에서 인증하게 

된다.

아래는 연회의 투표자들에게 제출되는 순서

의 헌장 개정안 내용이다.

남녀평등
(Gender equality)

이 개정안은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

다. 계속해서 남성적이나 여성적인 것은 인체

의 특징일 뿐 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

다. 이는 또한 연합감리교회는 “여성과 소녀들

에 대한 차별에 맞서서, 그것이 조직에서든 개

인들 사이에서든, 또한 모든 생활면에서이든 일

반 사회에서든, 이를 제거하기를 추구하여야 한

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승인되면 교단 법서인 장

정의 새로운 6단락(¶6)이 될 것이다. 이어지는 

헌장의 단락(¶) 번호는 뒤로 밀려 새로 매겨지

게 된다. 총회는 746대 56으로 이 개정안을 승

인하였다.

이 개정안은 북조지아 연회 Glenn Memorial 

존경하는 한인총회 회원 여러분들께!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사랑
하시는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에 하
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2017년 한인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여 주시
길 부탁합니다.

한인총회 안내

연합감리교회에서 17년간 주일학교 선생님으

로 섬기고 있는 Carol Napier 씨가 발의했다.

“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교회들이 여아들이

나 여성들이 남아들이나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가치가 있음을 되새기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

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들이 이를 기

억하고 그들의 모든 사역에서 믿음으로 실천하

면 마을과 도시, 나라가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

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도록 변화될 것입니

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등록교인의 포용성
(Inclusion in membership)

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성별, 능력, 나이 

또는 혼인 여부가 교회 등록교인이 되는 것을 

막지 않도록 첨가될 것이다. 특히 4항(¶4)의 개

정 문구는 어떠한 교인도 “인종이나, 피부색이

나, 성별이나 출신국이나, 능력이나, 연령이나, 

혼인 여부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과 예배와 교회 치리에 있어 동등하게 참

여하는 일이 거부당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

시될 것이다. 

이 개정안건은 총회에서 509대 242로 승인

하였다.

연합감리교회 여권신장위원회가 이 개정안

을 발의했고, 변경될 부분에 대해 자주 제기될 

수 있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웹 사이트를 만들

었다. 예를 들어, 여권신장

위원회는 성별(gender)이

란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

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총

회제자사역부, 장애우사역

위원회를 지지를 받았다.

“4 단락(¶4), 제 IV조

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

회, 청소년 그룹, 독신자 사

역 등과 같은 일부 그룹들

을 특별히 보호하면서, 연

령, 성별, 혼인 여부 그리고 

능력 등을 근거로 등록교

인에 관해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며 연합감리교인들

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연

합감리교회의 개선을 위한 

이 개정안의 승인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고 있

습니다”라고 여권신장위원회 총무 Dawn Wig-

gins Hare 씨가 말했다.

대의원 선출
(Delegate elections)

34 단락(¶34)의 개정안은 총회와 지역총회 

그리고 해외지역총회를 위한 대의원 선거를 할 

때 누구나 연회장에서의 공천받을 권리가 있다

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또한 대의원 선출의 

기준을 “투표수의 단순한 다수결”을 요구한다.

총회는 이 개정안을 767대 22로 승인하였다.

이 개정안은 콩고민주공화국의 Paul Clin-

ton Law씨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 규정 13단락

(¶13)에는 대의원을 “각 연회에서 공정하게 또

한 공개적인 과정을 통하여 선출한다”라고 명

시하고 있다. Law 씨는 “민주주의 전통이 없는 

몇몇 국가들에게 이 문장은 매우 모호합니다”

라고 말했다. 

감독 선거
(Bishop elections)

46 단락(¶46)에 관한 이 개정안은 해외지역

총회가 감독의 선출을 임시총회가 아닌 정기 총

회에서 해야 하며 “예기치 않은 공석이 생겼을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는 

이 개정안을 621대 15로 승인하였다.

[2016 연합감리교회 장정] 각 연회들은 연합감리교회 장정의 5가지 헌장 개정안을 위한 숙고를 하게 
된다. 사진제공: Mike DuBose, UMNS

▶ 2페이지에 계속

 주제: “함께 연대하여 약속의 땅을 걷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Building a Community 
  in the Promised Land” (엡 2:19~22)

 일시: 2017년 4월 24일(월)~27일(목)

 총회 장소: Hilton Los Angeles Airport
  5711 West Century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5

 저녁집회 장소: LA 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등록비: 개인(2인1실)-$225
  개인 독방 및 가족-$450
  통근-$50(추가등록비 $50)

2017년 총회부터 온라인 등록을 실시합니다
www.kaaumc.org/register 

한인총회 관련한 모든 공문과 일정은 http://
www.koreanumc.org의 2017 한인총회 등록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대 한인총회 총회장 

김광태 목사 드림



기도 행사 소식을 듣는 것, 교회들과 단체들에 

의해 개최되는 기도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와 사명을 위

해 주간 금식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감독들과 

여러 사람들이 쓴 아름다운 기도들을 읽는 것

은 매우 감동적입니다”라고 북부 앨라배마 연

회의 Debra Wallace-Padgett 감독은 말했다. 

Wallace-Padgett 감독은 Al Gwinn 감독과 함

께 이 기도운동(the prayer initiative)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연회가 이 기도운동의 주간

을 시작했을 때, 리더들은 지방 감리사들에 의

해 쓰여진 기도문들을 이멜일과 소셜미디어 등

을 통해 나누었다. 그 주 내내, 교회들은 서로 

다른 관점들 속에서 교단의 화합에 대한 대화

들을 이끄는 Circles of Abundant Grace를 열

었다. 700명 이상의 연합감리교인들이 연회 전

체에서 열린 50여 번의 Circles of Abundant 

Grace에 참여했다. 

멤피스와 테네시 연회가 이 기도운동을 인

도할 차례가 되었을 때, Bill McAlilly 감독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7일간의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330명 이상

특별위원회 소식

세계적 우리 교단의
‘미래를 위한 기도운동(Praying Our Way Forward)’

동부 펜실베이니아 연회의 40여 개의 교회

들이 “기도의 콘서트”(Concert of Prayer)에

서 신성한 임무를 감당하는 연합감리교회 특

별위원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목청과 마

음을 드높였다.

펜실베이니아 주, Media 시에 있는 Lima 연

합감리교회에서 힘 있고 확신에 찬 한목소리

의 기도가 반복해 울려 퍼졌다. “당신의 종들에

게 성령을 채우소서.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르

며 그들이 지혜와 지식, 사랑, 연민 그리고 명

확성을 구하게 하소서.”

특별위원회 Way Forward 사역을 위한 특

별기도의 1월 11일 예배는 동부 펜실베이니아 

연회 전체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들 

중 하나였다. 90분의 예배에는 감동적인 음악

과 성경봉독, 생각의 나눔과 기도의 시간 등으

로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또 다른 행사로, 펜실베이니아 주 

Schuylkill Haven 시의 First 연합감리교회에

는 예배가 끝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

시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개방

하였다.

특별위원회 Way Forward는 레즈비언, 게

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리고 성 정체불명자

에 대한 여러 신학적 이견 가운데 교단이 어떻

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을 만드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연회들과 해외지역총회들은 75주 동안 미

래를 향한 우리의 기도운동(Praying Our Way 

Forward initiative) 2단계에 참여하고 있다. 2

단계 기도는 1월 1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

작되어 2018년 6월 아프리카의 서부 앙골라 감

독구에서 끝나게 된다. 

1단계 동안에는 84명의 연합감리교회 감독

들이 특별위원회 Way Forward 위원선출과 첫 

일들을 위해 4개월 동안 매일 15분간 기도했

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연합감리교회 다락방

에서는 자료들과 기도 스케줄을 알리는 웹사이

트 umcprays.org를 만들었다.

“앞선 보고에 따르면 많은 연합감리교인들

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이 기도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umcprays.org

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기도문들과 아이디어

들을 보는 것과 지방회와 교회들이 개최하는 

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특별위원회와 교단

을 위해 30분씩 나누어진 기도 시간표에 참가

신청을 했다. 

“교단이 기도로써 하나님에게 나아가 성령

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

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하나님의 평강

과 온전하심을 구하려 노력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가운데, 기도는 

우리 모두와 우리가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뒷받침합니다”라고 McAlilly 감독은 말했다.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는 그들의 지정된 

기도 주간에 목회자와 평신도들로부터 기도문

들을 모았다. 연회 웹사이트에 그 기도문들을 

올리는 것과 더불어, 리더들은 기도문들을 여

러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누었다. 서부 노스캐

롤라이나 연회의 Paul Leeland 감독의 기도문

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나누어진 

소식지에 게재되었다. 

유럽 지역의 첫 연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불가리아-루마니아 연회는 특별위원회 Way 

Forward와 세계적인 우리 교단을 위해 기도

할 것에 약속했다.

1월 초 프랑크푸르트(Frankfurt), 유럽의 

세 개의 해외지역총회 감독들과 4개 감독구의 

감리사회들은 예배와 기도 그리고 연합감리교

회의 화합을 유지 증대시키는 것에 대한 성도

의 대화 회의(Christian conferencing) 등을 

하며 3일 동안 모였다.

중남부 유럽 연회의 Patrick Streiff 감독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화합의 삶을 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에 관한 성경공부를 인도했다.

독일의 Rosemarie Wenner 감독은 이 그룹

들이 “우리를 나누는 점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공통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인식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전세계적 연대가 감

리교인들이 소수인 지역의 교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한 경험들을 서로 나

누었습니다”라고 Wenner 감독은 말했다.

플로리다 연회가 인도하는 이번 주는 개체

교회들이 플로리다 연회의 Ken Carter 감독이 

쓴 기도문과 umcprays.org에서 제공하는 추천 

묵상과 기도문 등으로 지정된 시간에 기도를 

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교회가 함께 금식할 날을 목회자가 정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

사하시는지에 대한 글을 플로리다 연회 Way 

Forward위한 기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나

누기를 권하고 있다.

“저는 교단과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의 선

교를 위해 플로리다 연회 전체에서 많은 사람

들이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라고 

Carter 감독은 말했다. 

Wallace-Padgett 감독은 이러한 기도운동

이 힘찬 시작과 함께 더욱 번져나갈 것을 기대

하고 있다.

“저는 지역총회들과 해외지역총회들이 이 

기도운동을 창조적인 방법으로 지속해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들의 기도는 우리 교단이 미

래로 나아가기 위한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인

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

습니다.”

■ 글쓴이: Crystal Caviness | 연합감리교회 뉴
스서비스 (UMNS)

알래스카 연회 소속 Lonnie D. Brooks 씨는 

이 개정안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 등

의 해외지역총회에서의 감독 선출이 미국 내 지

역총회의 감독 선출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것

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들을 특별 회의에서 선출할 경우 “정

기 총회의 출석했던 몇몇 대의원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감독 선출의 

목적의 임시총회 소집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감독의 책임감
(Bishop accountability)

50 단락(¶50)에 관한 이 개정안은 감독 개개

인이 총감독회에 책임지게 하는 규정을 총회가 채

택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총회는 715대 79로 이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서부 펜실베이니아 연회는 교단의 최고 사법

기관인 사법위원회의 판결과 관련하여 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 판결은 총감독회가 각 감독들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였다. 현재, 감

독에 대한 모든 고소는 그들이 선출된 지역총회 

또는 해외지역총회에서만 다루어지게 되어있다. 

이 개정안을 작성한 Robert Zilhaver 목사는, 

이 안건에 대한 목적이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할을 그들이 선출된 지역이 주로 맡게 하면서, 

세계적인 책임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총감독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Zilhaver 목사는 펜실베이니아의 Du-

Bois Lakeside 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이 개정안이 우리 교회가 세계적 표현에 관

5가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연회 표결 시작  1페이지에 이어서 ▶

한 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 책임

을 가지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를 옮깁니다.” 그

는 이렇게 말하며, 1844년 교단의 분열을 야기

했던 감독의 노예 소유를 예로 들며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와 동시에 “문화적인 표현들이 죄로 

여겨지고 처벌받는 것으로부터“보호하기를 원한

다고 말했다.

■ 글쓴이: Heather Hahn | 연합감리교회 뉴스
서비스(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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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C 소식

대뉴저지 연회 소속의 박신애(Grace Pak) 목사가 
워싱턴 디시에 사무실이 있는 총회인종관계위원회
(General 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 타인종
목회 리더십 디렉터(Director of Cross-Racial/Cross-
Cultural Leadership)로 선임되었다. 

이 직책은 우리 교단의 타인종목회 필요가 증가
함에 따라 인종관계위원회에서 신설된 직책이다. 
박 목사는 2017년 7월 3일부로 사역을 시작하
게 된다.

박 목사는 타인종목회리더십 디렉터로서 교단 내의 
타인종목회 사역과 리더십에 관한 인식을 효과적으
로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실행할 예정이다. 그녀는 연회들과 개체교회들 
그리고 교단의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타인종 목
회에 관한 인식의 증대를 위한 자료개발과 실행 계
획을 세우고, 문화 간의 역량과 타인종목회 사역을 
주제로 하는 여러 자료들을 개개인이나 총회 차원
의 그룹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대뉴저지 연회에서의 22년간 타인종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박 목사는 타인종목회 사역을 통해 부
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타인종 목회자들과 교
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박 목사는 그녀의 경험과 학식이 그 
직책을 수행하는데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
다. 박 목사는 “저는 주님과 교단을 섬길 수 있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드류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D. Min.)
학위를 받았고 또한 전문코치(Professional Cer-
tified Coach)이기도 하다. 그녀는 지난 17년간 
드류신학대학교의 외래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도 했다.

박신애 목사는 남편과 슬하에 장성한 두 자녀가 
있다. 그녀의 취미로는 골프, 정원 가꾸기, 독서, 
하이킹, 글램핑(glamping) 등이 있다.

섬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보다 나은 목회사역

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던 

2017 Growing church Confer-

ence(이하 GCC)가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외곽 겨자씨한알

교회(최영완 목사)와 Suncoast

호텔에서 열렸다. 총 46명이 2

박 3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모인 

이번 GCC는 히브리서 12장 13

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어그러

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라는 주

제로 목회에 대한 여러 각도의 

발제와 논찬 그리고 소그룹 토

론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부지역 교회의 성장과 목

회자들의 배움의 기회를 위해 

서부지역총회 한인선교구 목회

회의(Western Jurisdiction Korean Ministry 

Council)가 기획 후원하여 2015년에 처음 시

작된 GCC는 목회자들이 목회현장의 경험이

나 사역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들을 나누고 서

로 배워 건강한 목회를 세우고 건강한 목회자

가 되려는 노력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한인목회강화협의회(사무총장 

장학순 목사)의 지원과 함께 참여자들의 범위

도 서부지역에 국한하지 않았다.

2015년 이후 3번째의 모임인 이번 GCC를 

아주 잘 표현한 말이 바로 “회복되고 있는 중” 

(Restoration in progress)일 것이다. 둘째 날 

류재덕 목사(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CA)의 

발제에서 인용된 이 말은 쉽지 않은 목회현장

의 힘든 일이나 상처를 목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들을 돌아보아 회복하려는 건강한 치유 노

력이 2박 3일 내내 진지하게 이어졌던 이번 모

임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발제 되었던 목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의 

주제들로는 목회자의 소명(이기용 목사)과 영

성(오관석 목사) 등이 있었고, 섬기는 개체교

회와 관련한 주제로는 목회 사역(정현섭 목사)

과 환경(류재덕 목사) 등이 있었으며, 실질적

인 목회현장의 이슈들에 대한 교인들의 목소

리(이상영 목사)와 갈등과 화해(장학순 목사) 

등의 주제와, 우리 교단의 특성인 연대성과 연

결된 발제 “함께 가는 길”(이창민 목사)에 대

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

이 이번 모임의 주제들이 아주 실제적이며 도

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언약교회(CA)를 섬기고 있는 오경환 목사

는 “이번 GCC가 저에게는 회복의 시간이었

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

다”라고 참석 소감을 나누었다. 예수사랑교회

(CA)를 섬기는 정현섭 목사도 “제가 다녀본 

어느 세미나나 컨퍼런스보다 중소형 교회 목

회자들의 진솔하고 실감 나고 눈물 나는 간증

과 피부에 와 닿는 발제를 통해 더욱 풍성한 유

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라고 이번 GCC를 평

가하였다.

GCC의 코디네이터를 맡아오고 있는 이기

2017 Growing Church Conference: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용 목사(아리조나연합감리

교회)는 준비과정에 많은 걱

정을 했다고 전제하며, “하

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칠 때

까지 모난 것은 다듬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공급하시어 

채우시며, 지혜가 필요한 곳

에는 지혜를 주시고, 낯섦은 

이내 익숙하게 하시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습니

다”라고 말하며 수고한 여

러 임원진과 강사진 그리

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

든 분들, 그리고 지원해 준 

교회들과 서부지역총회 한

인선교구 목회회의 그리고 

한목협에 감사의 인사를 전

했다. 

특히 서부지역총회 한인선교구 목회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웅민 목사는 “여기에서 좋은 일

이 일어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가집니다. 해

마다 참가하는 인원도 늘고, 참여하는 분들 모

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특별

히 여기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비전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함께다, 우리는 하나

다 하는 이런 연대의식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명을 느낍니다”라고 

GCC에 대해 평가했다. 

한목협의 장학순 목사도 참석자들의 진지한 

참여와 논의를 보며 요즘 어려운 목회 환경 가

운데에도 건강한 목회를 세우려는 목회자들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볼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배움의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의 치유

와 화해 그리고 건강한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

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다.

발제와 토론, 깊은 감동의 설교 말씀과 성찬

식 등 짧은 일정으로 쉴 틈이 없이 진행된 순서 

중간 중간에 김웅민 목사는 그동안 연습한 색

소폰을 연주하며 피곤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GCC 코디네이터 이기용 목사와 임원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GCC를 미 전역으로 참여

를 확대하고, 사모님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

록 할 예정이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인원이 참

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

다. 아직 2018년 GCC 개최장소는 정해지지 않

았다.

■ 글쓴이: 이승필 목사 |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디렉터, TN

2017 GCC 참석자 단체사진 

색소폰을 연주하는 김웅민 목사(서부지역총회 한인
선교구 목회)

박신애 목사
총회인종관계위원회 

디렉터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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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중북부지역 목사님들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
니다. 

금년도 중북부 총회 및 가족 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주제: “하나님 마음을 향한 순례”
 기간: 7월 10일(월) 오후 9시~7월 13일(목) 정오까지
 장소: 베스트 웨스턴(Best Western Eureka Springs Inn) 
  101 E. Van Buren St. 
  Eureka Springs, Arkansas 72632
 회비: 가족($350), 개인($250)
  주강사: 임영택 교수(협성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작년 총회의 결정으로 올해는 알칸소 주에 위치한 Eureka Springs
으로 중북부 총회 및 가족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 내 성
지순례의 장소로 불리는 이곳에는 성경박물관, 성막, Holy Land, 
Passion Play, Parade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 수난 야외극장은 어린 자녀들에
게 아주 소중한 경험으로 평생 간직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 Zip Line, 동물원, 박물관 등
도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쉼과 배움 그리고 경험의 시
간이 될 것입니다. 

Eureka Springs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eurekaspring-
schamber.com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장소에 대한 질문 사
항이 있으시면 우민혁 목사 (mhwoo21@yahoo.com 혹은 224-
633-8002)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총회 및 가족수련회 등록을 4월 30일까지 해주시면 호텔 예약과 총
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 늘 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감리교 중북부 한인총회 회장 정건수 목사 드림

 Make a Check Payable to: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 
Church of North Central Jurisdiction

 Send a Check to: Rev. Hogun Kim
   1422 Meriden St.
       Mendota, IL 61342

등록을 원하시면 www.KoreanUMC.org의 <2017 중북부 총회 및 목
회자 가족수련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뜻한 목사님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기쁨이 있었

기 때문입니다. 

짧은 비행을 마치고 최영완 목사님께서 시무하시

는 ‘겨자씨한알교회’로 도착해 함께 첫 예배를 드

리고 식사를 하면서, 다시 뵙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처음 뵙는 목사님들과 인사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겨자씨한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대접

해주신 음식들이 참으로 맛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식사 후 시작된 스케줄을 보

면서 빈틈이 없는 짜여진 순

서표에서 GCC 임원 목사님

들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정성과 노력으로 이 모임을 

준비해오셨는지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어그러지지 않고 고

침을 받아(히 12:13)”.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첫 강연 

이기용 목사님의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주제 강연 속에

서 나의 목회의 모습을 돌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는 무엇인지

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 이 말씀이 저의 머릿속

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예배로 시작으로 하여 여러 주

제 강연을 통한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저의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모릅니다. 설교하시

는 분들의 말씀이 마치 저를 위한 위로 같아 감

샬롬! 덴버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병욱 목사입니다. 지난 2월 13~15일까지 라스베

가스 외곽에서 가졌던 Growing Church Confer-

ence에 참석하고 저의 느낌을 나누려 합니다. 

이번 GCC 모임은 저에게 두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도 옥스나드, CA에서 모인 GCC

에 처음 참석해서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었습니

다. 마음 따뜻한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 교제를 나

누고 또 목회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좋

다!” 이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GCC 모임에 신청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라스베이거스여서 비행기를 타

고 가는 기분이 남달랐고 또 조금은 어색하고 이

상했습니다. 비행기에 함께 타는 사람들의 표정들

은 왠지 기대에 부풀어있는 모습이었고, 아마 저와

는 다른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못지않

게 저도 기분이 들뜨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따

GCC 컨퍼런스 후기

사해서 울었고, 회복

을 주제로 하신 여러 

목사님들의 주제 강

연을 통해서 하나님

께서 부르시고 기뻐

하시는 목회의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

히 알려주시는 것 같

아 기뻐서 울었습니

다. 그렇게 울고 또 

웃으니 어느 순간 회

복이 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시간은 빨리 가는지요. 폐회 예배

에 함께 성찬을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속

에서 우리는 여전히 함께 가는 동반자요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는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

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고 허전한 마음을 뒤로하

2017 중북부 총회 및 가족 수련회

2017 Growing Church Conference를 참가하고

며 내년을 기약하며 인사를 나누고 돌아오는데, 

저의 마음속에서 “역시 좋다!” 이 고백이 나왔습

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

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목사가 즐겁고 행

복해야 성도들도 즐겁고 행복하다’는 어느 목사님

의 말씀이 문뜩 떠올랐습니

다. 아마 GCC에 다녀가신 목

사님들께서 그 주일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가장 많

이 들으셨던 말씀이 아니었을

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백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보

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듯

이, 많은 목사님들께서 함

께 동참하셔서 큰 은혜 함

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

지막으로 올해 GCC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GCC 임원

진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내년에 또 꼭 뵙

겠습니다!

전병욱 목사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CO

2017 GCC 아침예배 모습

2017 GCC 회의 모습

2017 GCC 개회예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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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first night of the Growing Church-
es Conference at A Grain of Mustard Seed 
Korean United Methodist Fellowship in Las 
Vegas, our worship was a powerful, spirit 
lifting choral symphony of pastors when 
each word reverberated with years of prayer 
and deep spiritual formation. I could sense 
a thick blanketing of the Holy Spirit and I 
stopped singing the last stanza just to relish 
in the moment and sang with thanksgiving 
in my heart. It reminded me of my first Sun-
day back in Korea after spending eight years 
in the United States when it seemed like the 
windows would shatter from the amplitude 
of the congregation singing and the organ 
playing. It was mesmerizing and a testa-
ment to our living God.

I was born in Korea and I grew up in 
Phoenix from the age of 6. Some would clas-
sify me as a 1.5 gen or even a 2nd gen. I used 
to joke that I was 1.8 gen. 8 years later, we 
returned to our homeland and I spent my 
high school years and freshman year of col-
lege in Korea before I resumed my under-
grad studies back in the States. I attended 
GCC because I serve as the senior pastor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Fellowship 
in Tucson, Arizona. Bishop Hoshibata ap-
pointed me in hopes that I could help devel-
op our congregation into a multi-ethnic one.  
It is a work in progress. In the meantime, 
I thought it would be helpful to learn from 
and network with other Korean pastors and 
GCC provided me with such an opportunity.

The conference was narrow in its focus (ie. 
Korean-speaking Korean, Clergy, charged 
with a Korean congregation) which made for 
profound conversation because it allowed for 
issues such as pastoral burnout, pressures 

of numerical growth, and conflicts in the 
church. In a culture where the normative is 
rather competitive, I found our presenters 
and colleagues to be genuinely caring. Many 
spoke honestly, with increasing vulnerabil-
ity as the days progressed and in those mo-
ments of brokenness, I sensed a buildup of 
trust and companionship. “We are in this 
together” was a repeated theme. By the end 
of the conference, I was ready to take up the 
yoke with my fellow pastors. The yoke, af-
ter all, was meant to be carried by an older 
animal on one side, and a younger animal on 
the other. The older and wiser beast helped 
to pace the brute strength of the younger.

But, such focus came at a cost: the exclu-
sion of other important groups.

2017 is an interesting year, for many rea-
sons but for me, because it is the year of the 
cock. I was born in the year of the cock and 

at the age of 36, I was the 
youngest of the group and 
I was the only person who 
identified as a 2nd gen. 
Where are the young cler-
gy? Recent seminary grad-
uates would be at least 12 
years younger than I.

I understand that the 
Growing Churches Confer-
ence was not intended on 
identifying or serving the 
needs of next-gen Korean 
Americans. I also know 
how much of a stink I am 
by voicing this concern in 
an article widely read by 

with us that perhaps only about 11~15% of 
Koreans Americans actually attend church. 
DJ Chuang mentions in Christianity Today 
that some 71% of Korean Americans are 
churched.(http://www.christianitytoday.
com/edstetzer/2013/november/9-things-
about-asian-american-christianity.html). 
If both are true, then we face the reality 
that somewhere in the neighborhood of 50% 
of Korean Americans have already been 
churched yet do not join worship on Sun-
day. Either, Sunday attendance is a poor 
measurement of Christian faith, or we have 
to look at what the Korean church is about 
that has turned away more people than 
those who have stayed. My hunch is that 
both are true.

I sincerely hope that we can discover this 
together. We need both 1st gen and next gen 
Korean Americans. We need both female 
and male clergy. If we really believe we 
are “in this together,” then it must be all of 
who identify has Korean in one way or an-
other. When we are yoked together, then we 
compliment all parts. I am aware that the 
Korean National Caucus will be convening 
in the spring. What will we see there? Will 
there be space for every generation and gen-

der of Korean Americans to come together? 
Are we willing to do the hard work of coming 
together and being vulnerable once we are 
there? I pray it will be so.

I found GCC to be refreshingly heart-
warming. It was heartwarming because 
of the vulnerability I could sense in our 
conversation. Let us not stop short of this 
amazing movement of the Spirit. The truth 
may be that all of us, clergy, laity, 1st gen, 
and next gen, male and female, are in need 
of a profound sense of affirmation and edi-
fication. My hunch is that those outside of 
our group feels the same. Let us do that 
work together.

Korean 1st gen. You 
have my apology if 
I am only repeating 
the same nagging 
gong of those before 
me. I normally carry 
a passive voice but I 
also felt that speak-
ing sincerely to the 
point of vulnerabil-
ity is exactly what 
gave GCC such pro-
found meaning. I 
ask that you allow 
me to offer my hum-
ble opinion.

If the concerns 
of the next genera-
tion are not includ-

ed in the conversations about the growth 
of churches, of Korean Churches which, at 
best, still suffer from the silent exodus, then 
no matter how much the churches work to-
gether to grow, we still 
have a problem. We 
have a problem if we 
say that our churches 
do not have space, 
time, or resources to 
wrestle with the con-
cerns that surround 
the next generation 
because we are strug-
gling. It may very well 
be that we are strug-
gling because we con-
tinue to fail in mak-
ing space, time, and 
devoting resources to 
understand and ad-
dress the concerns of 
our next generation. 

Allow me to share another observation. 
I was only able to meet one female clergy. 
Where are our women leaders and why are 
they not at GCC? Or rather, why might Ko-
rean female clergy be less inclined to attend 
GCC? The reasons are as many as there are 
there people but my point being, if conversa-
tions about the growth of churches only look 
to preserving ourselves and maintaining the 
status-quo, then I fear we may be turning 
our eyes from the issues that plague the de-
cline of our church.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n 
Ministry Plan, Rev. Paul Chang, shared 

GCC 컨퍼런스 후기

A Reflection on 2017 Growing Church Conference

조형(Paul Hyung Cho) 목사  투산연합감리교회, AZ

2017 GCC 성찬식 모습

2017 GCC 주제 발표 모습

2017 GCC 폐회예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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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 또한 가장 높은 헌금액수의 기록이다.

이러한 탄탄한 헌금의 기록은 교회의 지도자

들이 동성애자들의 신분과 관련한 증폭되는 논

쟁으로 교단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

을 우려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은 사역과 성서적 해석을 둘러싼 여러 분

열들 가운데 교회의 화합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

회 Way Forward를 소집했다.

총회재무행정협의회 이사인 Steve Wood 목

사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정

했다. 그는 기관과 감독 관련(General Agency 

and Episcopal Matters) 위원회 의장이며 조지

아 주 Johns Creek시에 있는 Mount Pisgah 연

합감리교회 담임목사이다.

“교단이 주로 해석과 관련한 분열들을 나타

내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선교를 실천함에 

있어 결속과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라

고 그는 말했다.

“이는 특별 위원회에게 희망적인 표지가 될 

수 있고, 교단 전체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관에 집중하게 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것이 바로 빛, 희망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이 실

종된 세상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이며 효과적으

로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

입니다.”

분담금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국내 외 그리고 지역 선교들을 후원하기 위

해 각 연회 또는 개체교회가 분담하여 내는 것

이 분담금이다. Upper New York 연회와 같이 

어떤 연회들은 이 분담금을 교회가 속한 지역

과 세계적인 부분의 사역을 위해 투자하는 기

금임을 강조하며 이를 “ministry shares”라고 

부르고 있다.

Upper New York 연회의 Mark J. Webb 감

독은 그의 지역 연합감리교인들은 교단의 연대

성을 “각 개체교회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놀라

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선물과 같은 것

이라 본다고 말했다.

교단 소식

분담금 완납 연회 수 증가

뉴욕 북쪽의 한 작은 교회는 사람들을 배부르

게 하는 것이 사역 기금을 마련하는 좋은 한가지 

방법임을 찾아냈다.

사역을 위한 분담금(“ministry shares”)을 

완납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연합감리교회는 치

킨 바비큐, 무한리필 로스트 비프 저녁식사 그

리고 여름 끝자락 사교모임 등을 통해 성도들이 

교회에 드리는 금액을 늘릴 수 있었다.

“교회에 등록할 때 교인들은 재정에 관한 서

약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 재능, 리소스 등을 드

린다는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러한 부분

을 상기시키는 일을 하였지만, 이는 온전히 하나

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축복 받은 사람

들입니다”라고 교회의 사무직원인 Beth John-

ston은 말했다.

성도들의 감사한 넉넉함으로 이 교회는 그

들의 개체교회 사역을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

라, Upper New York 연회가 총회 지정 분담금

을 100퍼센트 지불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다. 이

는 연회에 지정된 분담금의 56퍼센트 밖에 납부

하지 못했던 3년 전에 비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분담금을 완납한 Up-

per New York 연회만이 헌금의 증가를 보인 것

은 아니다.

총회재무행정협의회에 따르면 미국 내 연합

감리교회 56개의 연회 중 27개의 연회가 2016

년 지정된 분담금을 100퍼센트 납부했다고 보

고했다.

이는 교회가 전자기록 방식을 시작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은 연회들이 완납한 기록이

며, 2014년에 25개의 연회가 2015년에는 26개

의 연회가 분담금 완납을 한 것처럼 3년 연속 연

회들이 이러한 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사실 Up-

per New York 연회를 포함한 동북부 지역총

회의 10개 연회 모두 총회 분담금을 완납했다.

작년 한 해, 연합감리교인들은 교단의 국내

외 사역 후원을 위해 지정된 분담금의 거의 92

퍼센트에 해당하는 1억 3천 백 4십만 불을 헌금

글쓴이: Heather Hahn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해지고, 함께 이 세상

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총회의 분담금은 감독들, 목회자 교육, 거

의 모든 총회 기관들과 흑인대학교기금(Black 

College Fund), 초교파 사역, 그리고 짐바브웨

에 있는 아프리카대학교를 후원 등과 같은 교

단 전반의 노력을 지원한다. 2017년, 총회재무

행정협의회는 총회기금사용계획을 분담금 모

금의 88에서 92퍼센트를 기준으로 책정할 것

을 권고했다.

총회 기관들은 교회 개척자금, 전도를 위한 

자료제공, 신학교육 지원, 교회의 사회적 가르

침을 위한 지지, 해외개발 자금 참여 그리고 새

로운 선교지 개척 등의 노력에 기금들을 사용한

다. 이 기금은 또한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의 

사역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내 연합감리교인들은 대부분의 총회기

금을 감당하고 있다. 총회재무행정협의회는 선

교분담금 배정 산출방식을 개체교회 지출과 비

용, 연회의 경제력 그리고 총회에서 승인한 기본

비율을 바탕으로 총회 분담금을 미국 내의 각 연

회에게 배분한다. 

그러면 연회들은 분담금 또는 “ministry 

shares” 참여를 개체교회에게 요청한다.

올바른 이해
Upper New York 연회의 Homer First 연합

감리교회 Rachel Ann Morse 목사는 작년에 부

흥하는 그녀의 교회가 교단의 연대헌금 이해를 

돕기 위해 연속시리즈 예배를 드렸다. 그녀는

umcgiving.org의 정보를 이용했다.

그녀는 그 시리즈 예배가 오해들을 풀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런 후 그녀

는 2015년에 분담금의 30퍼센트만 낼 수 있었

던 것에서, 작년에는 분담금을 위한 회중들의 헌

금이 50퍼센트로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연대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 연대를 

통해 교회가 얻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며, 

선교적 차원에 있어 교회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

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교인들이 분담금에 

대한 실질적인 비율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불합리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평균적으로, 미국 내 교회들은 모금된 헌금

의 1달러 중 85센트가 약간 넘는 금액이 개체

교회를 위해 쓰여진다. 나머지 중 7센트는 지방

회, 연회, 지역총회 사역 후원을 위해 배당되고, 

6센트는 재해구호나 특별헌금과 같은 제2차 헌

금으로 쓰이며, 2센트가 총회 분담금으로 배당

된다.

교회들이 연대적 시스템의 다양한 재정 필요

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볼티모어-워싱턴 연회는 19년간 연속으로 

분담금을 완납해오고 있다. 연회는 많은 개체교

회의 헌금이 저조했던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완

납했다고 총회재무행정협의회 이사이며 연회 

회계 책임자인 Paul Eichelberger 씨는 전했다.

“연회의 현재 예산은 12년 전에 비해 20퍼센

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라고 Eichelberger 씨

는 말했다. “개체교회들이 더욱 지속적으로 분

담금을 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것

을 저는 믿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헌금 비율

이 최고로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작년 총회는 2017~2020 회기 예산 6억 4백

만 달러를 승인했고 이는 4년 전 보다 90만 달

러 증가한 액수이다.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이번 총회에서는 또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지역의 해외지역총회 분담금 산출방식을 또한 

승인했다.

총회재무행정협의회 회장인 Michael McK-

ee 감독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교회와 교회의 헌

금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사역들을 후원

하기 위하여 연대를 통해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

가에 대해 그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것이 바

로 우리가 섬기는 곳들과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

게 됩니다”라고 북텍사스 연회 또한 치리하고 

있는 McKee 감독은 말했다. “모든 연회들과 개

체교회들에는 함께 하는 사역을 통해 변화된 삶

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완납
다음은 2016년 총회 분담금을 완납한 미국 

내 연회들이다.

Alaska, Baltimore-Washington, Central 

Texas, Desert Southwest, East Ohio, East-

ern Pennsylvania, Greater New Jersey, Il-

linois Great Rivers, Indiana, Iowa, Kentucky, 

Minnesota, New England, New York, North 

Carolina, Oklahoma Indian Missionary, Or-

egon-Idaho, Pacific Northwest, Peninsu-

la-Delaware, Red Bird Missionary, Rocky 

Mountain, Susquehanna, Tennessee, Upper 

New York, West Ohio, West Virginia, West-

ern Pennsylvania.

이 배율은 총회재무행정협의회가 제공한 헌금의 분배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6퍼센트의 자선 헌금은 교회가 
특별헌금주일 또는 지정헌금으로 모금한 특별헌금을 포함한다.

분담금을 3년 연속 완납한 New Hope Valley 연합감리교회(Valley Furnace, West Va.)에서 6살 Elizabeth 
Knotts가 헌금접시를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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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에 관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법적 이의서에 동참하는 대학들

연합감리교회 계통 대학교인 Duke와 Emory 

대학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한 17개의 사립대학교들 

중 두 학교이다.

그 대학들은 각각 그들이 다양한 학생들과 교

수진 그리고 학자들로부터 제공된 “헤아릴 수 없

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7개국 사람들을 입국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월 10

일 연방항소법원(federal appeals court)의 판

결에 의해 집행이 금지되었다. 대통령은 이번 주

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잘못된 사

람들(wrong people)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

고 말하며 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계획하고 있

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이 실시되었을 당시 90일 

입국 금지 사항으로 인해 Duke 대학교의 2명을 

포함한 일부 대학교들의 관계자들이 입국을 하

지 못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을 떠나 그

들의 집과 가족들에게 갈 수 없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연구 또는 학업의 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Duke대학교는 현재 금지된 7개 국가 출신의 

학생 또는 박사 과정 이수 후 연구원 또는 교수

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41명이다.

이 법적 이의서에는 Emory 대학에 2,000명 

서부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협의회

목회자가족 수양회 안내 및 등록

이상의 정식 교육직원들이 있으며, 

이들의 5퍼센트가 비 이민 외국인이

며, 총 944명의 정식 연구직원들 중 

34퍼센트가 또한 비 이민 외국인임

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이의서에 서명한 다른 대학교

들은 Brown, Carnegie Mellon, Uni-

versity of Chicago, Columbia, Cornell, Dart-

mouth, Harvard, Johns Hopkins, Massachu-

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inceton, Stan-

ford, Vanderbilt and Yale 이다.

이 이의서는 2월 13일에 뉴욕의 동부지방 연

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에 제

출되었다. 

Emory대학교의 총장 Claire E. Sterk과Duke 

대학교 총장 Richard H. Brodhead은 다른 40여 

개의 대학교 총장들과 함께 지난 2월 2일 트럼

프 대통령에게 이민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조지아 주 Emory 대학교의 Candler 신학대학원 Cannon Chapel의 
전경. Emory 대학교의 944명의 정식 연구원들의 34 퍼센트가 비이
민 외국인이다. 사진: Wikimedia Commons

Sterk 총장은 2월 6일 Emory대학 전체에 보

낸 이메일을 통해 이 서한에 동참함을 알렸다.

“Emory 대학교는 종교, 국적 또는 어떠한 배

경을 막론하고 학생들과 대학 직원들에게 안전

한 곳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공동체 일원들에

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 상황에 분노를 

느끼며, 이민 서류가 있거나 없는 모든 학생들을 

전적으로 계속 지지할 것을 약속하고, 정보의 자

유 소통과 기본인권을 저해하는 것들에 맞서 지

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글쓴이: Kathy Gilbert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 
(UMNS)

연합감리교회 관련 대학교 듀크대학교 캠퍼스
(Durham, NC)의 학생들 모습. 사진 제공 Duke 
Photography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18년 서부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협의

회 회장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된 정현섭 목사입

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최선

을 다해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

도 서부지역 목회자 가족수양회에 대한 안내를 기

쁨으로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아래와 같이 서부지역 모든 한인목회자들의 가족

들을 위하여 수양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광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마련된 가족수

양회는 광야 한 가운데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장

소로,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장소를 택하였

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시설들도 훌륭합니다. 그

리고 1시간에서 3시간 거리에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나바호 종족을 위

해 지난 11년을 섬긴 현지 선교사를 통해 인디언 

선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

간이 될 것입니다. 

서부지역 목회자 가족수양회는 선배 목사님들

께서 지난 40년 가까이 전통을 지켜온 자랑스러

운 모임이며, 모든 목회자들과 가족들이 나이와 

세대간의 간격을 넘어 뜨거운 정과 감격을 나누는 

서부지역 유일한 모임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각 교회의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 없이는 결코 준비될 수 없

는 모임이기 때문에 각 교회의 물심양면의 후원과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된 가정과 섬기시

는 교회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

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2017년 7월 3일 월요일~6일 목요일(3

박 4일)

 장소: Twin Arrows Navajo Resort, Flagstaff, 

AZ(22181 Resort Blvd, Flagstaff, AZ 86004 / 

www.twinarrows.com/hotel)

 회비: 가정당 Tier 1 - $250.00 / Tier 2 - $300.00 

 40가정 선착순이며, 선착순 20가정은 나중에 

$20을 돌려드립니다. 가능하신 목회자들께서

는 수양회를 후원하시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

으로 $300 등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페

이스북을 이용한 온라인 등록을 권장합니다: 

https://www.facebook.com/westernkumc

 장학금은 수양회 재정상황을 보며, 선교교회 

목회자 가정, 멀리서 항공편으로 오시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5월 31일까지 1차 등록 마감 / 6

월 이후 등록자는 일괄 $300.00 

 회비 수표: Pay to “Hyesung Kang” 

 신청서와 회비를 함께 보낼 경우:

 Rev. Gyu Hyun Kim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서기: 김규현 목사(iroonawoo@gmail.com /  

☎ 510-990-4889)

 회비만 보낼 경우: Rev. Hyesung Kang,

 1811 Park St. Livingston CA 95334

 회계: 강혜성 목사(pastorhayeskang@hotmail.

com /  ☎ 530-386-6051)

 관광안내 및 선택: 신청서 내실 때 화요일 한 

곳, 수요일 한 곳 지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화, 

수요일 관광시간은 오전 9시~오후6시까지입

니다. 화, 수요일 양일에는 점심에 샌드위치박

스 제공됩니다. 진행부에서 추천하는 관광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edona(왕복 2시간~2시간반)

(2) Grand Canyon National Park(왕복 3시

간반~4시간) (*수요일은 나바호 선교지

방문 포함 예정)

(3) Antelope Canyon(왕복 4시반~5시간) 

(Upper or Lower Antelope Canyon 중에 

하나, 예약필요)

(4) Monument Valley Navajo Tribal Park 

(왕복 6시간) 

(5) Petrified Forest National Park, Arizona  

(왕복 3시간)

 등록 확인 및 문의: 

 부회장 권혁인 목사(☎ 510-529-9109) 및 

 총무 유제성 목사(☎ 408-963-9517)

서부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협의회

회장: 정현섭 목사(예수사랑교회) 

부회장: 남재헌 목사(옥스나드교회)

  권혁인 목사(열린교회)

총무: 유제성 목사(뉴크리에이션교회) 

회계: 강혜성 목사(리빙스턴교회)

서기: 김규현 목사 (프레즈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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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지도자대회는 한인감리교회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하와

이 호놀룰루에서 5월 말 Memorial Day Weekend에 열립니다. 저희는 

이 대회가 전국에 있는 평신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훈련을 받고 교

제하게 함으로 연합감리교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 주며 교회에 대

한 보다 큰 안목을 갖게 해 주는 의미 있는 모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와이에서 모이기 때문에 배우고 은혜받는 것 외에도 와이키

키 해변의 호텔에서 묵으며 바다도 즐기고, 대회 후에 본인들의 선택으

로 패키지 관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와 파트

너교회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와 하와이 

한인코커스에서 협력하여 이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지도자대회의 주제는 ‘글로컬리즘 시대의 교회지도력’(Building 

Leadership in Glocalism)입니다.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함께 공

존하는 글로컬리즘 시대에 범세계적이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세계적 변화와 동향 속에서 교회와 기독

교 지도자를 세우는 대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대

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 동향 속에서 기독인의 역할과 도전은 무엇인지 배우고 

평신도 지도력을 세운다.

 연합감리교회가 당면한 이슈와 갈등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교회와 

지도자의 역할을 새롭게 한다.

 한인교회의 역사적 태동과 성장 과정, 변화와 전망에 대해 배우고 미래를 준비한다.

 파트너십을 통해 건강한 중소형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 은혜를 체험하고 섬김을 실천한다.

대회 일정과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 2017년 5월 26~28일(금~일), 2박 3일

 장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Honolulu, HI

 숙소: Courtyard Waikiki Beach in Honolulu, HI  ☎ (808) 954-4000

 공항: HNL (Honolulu International Airport)

 등록금: $50.00, Check payable to “Discipleship Ministries”
 등록처: 총회제자사역부 ☎ (615) 340-7028, Fax (615) 340-7071

 등록문의: 김소영 사무장(skim@UMCdiscipleship.org)

 등록마감: 2017년 4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http://www.koreanumc.org/ministry-network/2017-national-lay-leadership-training를 참조하세요.

섬기는사람들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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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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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mc@umcom.org

편집국장: 이승필 목사 | jlee@umc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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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2017 전국지도자대회
2017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3월 16~18일, GBCS, DC

중국 기독여성훈련

3월 24~25일, 장춘, China

유라시아 여선교회 지도자훈련

3월 28~30일, 블라디보스토크, Russia

2017 한인총회

4월 24~27일, 로스엔젤레스, CA

중앙 아시아 여선교회 지도자훈련

5월 4~6일, 우소도베, Kazakhstan

전국지도자대회

5월 26~28일, Honolulu, HI

서부지역 목회자 협의회 가족 수양회

7월 3~6일, Flagstaff, AZ

중북부 총회 및 목회자 가족수련회 

7월 10~13일, Eureka Springs, AR

동북부연합회 목회자 가족수련회 

7월 17~20일, 벌링턴, VT

2017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7월 24~28일, San Jose(SJO), Costa Rica

St. Paul 신학대학원 한국어 강좌

7월 30일~8월 4일, Leawood, KS

Nexus Convocation (Nexus Kids Camp+Youth Initiative)

8월 2~5일, McLean, VA

Children’s Ministry Coaching and Consultation

Available to all KUMC local churches (Year round)

타인종목회자협의회 연차대회

8월 7~10일, 시카고, IL

한인여선교회 전국지도자 훈련

9월 28일~10월 1일, Nashville, TN

담임목사 장재웅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오전	11시	50분

•	수요예배	오후	8시

•	중보기도모임	 (토)	오전	7시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시	

486	Townline	Rd.	Commack,	NY	11725
631	499-1260		•		http://likumc.org/cp/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엄성일

•	주일예배		오전	11시

•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시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209	Forest	Hills	Dr.	Garner,	NC	27529
919-469-1514		•		http://www.agapekumc.com

담임목사 김경곤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15분/	(2부)	오전	11시
•	주일학교	오전	11시
•	중고등부	오전	11시
•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	오전	6시	30분
•	제자훈련	및	소그룹	모임	 주중	수시	

4600	Nelson	Brogdon	Blvd.	Sugar	Hill,	GA	30518
678-431-7924

슈가힐한인교회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도민

•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1시	30분

•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9시	30분

•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시

8111	Walker	Street	La	Palma,	CA	90623
	714-226-0300		•		http://lapalmakoreanchurch.com/idx

라팔마연합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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