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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논의한

2015 한인총회
2015년 연합감리교회 한

인총회(Korean Association

of UMC Annual Conference,

이하 한인총회)가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텍사스 

주 달라스에서 열렸다. 달

라스중앙연한합감리교회

(이성철 목사)와 Omni 달

라스 호텔에서 개최된 이

번 한인총회에는 여러 개

체교회와 몇몇 선교지, 그

리고 총회기관에서 총 220

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

자들은 “함께 만드는 미래, 

풍성합니다”라는 이번 한인총회의 주

제처럼 매일의 아침 기도회와 저녁예

배로 영적인 풍성함을 채웠고, 화요일

의 주제 강연과 수요일의 각종 워크숍 

등 배움의 시간을 통해 지적인 풍성함

을 더했으며, 그리고 진지한 토론과 

결의가 있었던 전체회의를 통해 미래

의 풍성함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

을 가졌다. 총회장 이성현 목사(드림

교회)는 개회예배의 설교를 통해 40

년의 여정을 지나 “새로운 시대를 맞

이하는 우리 한인총회가 이 시대에 우

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한인교회와 한인 목회자와 평신

도로서 연합감리교단이라는 큰 틀 속

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분별하며 우리

들이 처해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

기를 바랍니다.”라며 과거와 현재, 그

리고 미래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었

던 이번 한인총회의 특별한 의미를 부

여했다.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역의 40년 

역사를 축하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를 준비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이정표

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총회에서 과거에 대해 논의

되었던 또 다른 주요 이슈는 바로 총

회제자훈련부가 지난 3월 20일 발표

했던 최성남 전 총회제자훈련부 한

인 및 아시아 태평양인 사역 디렉터

의 기금 유용 문제였다. 제기되었던 

문제로는 이 발표문에 “최씨는 그가 

잘못한 점(“wrongdoing”)을 인정하

고”라고 썼으면서도, 잘못의 부분에 

대한 표현으로 “misused” 또는 “mis-

handled”과 같은 애매한 표현을 사

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어 

이 문제와 관련이 되었던 교회와 그 

지역의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그 지역 일부 언론들은 이 애

매한 표현의 발표를 마치 총회제자훈

련부가 최씨의 부정을 찾지 못해 이 

사건이 종결한 것처럼 보도

하고, 일반 사람들이 잘 알

지 못하는 기금신청과 관련

된 내용까지 언급하며, “기

금신청서들은 그의 유용 사

실들을 감추기 위해 고쳐졌

다”라는 발표문과는 다르게 

신청서들의 변조 또한 최씨

가 개체교회를 돕기 위해 그

렇게 한 것처럼 최씨의 입장

만을 전하며 혼란을 가중시

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인총회에서는 총회제자훈련

부 총무와 이사회에 공식 서

한을 보내 발표문의 애매한 표현들로 

인해 관련된 교회나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현재 ― 분석과 토론 그리고 성명서

한인연합감리교회 현재 상황과 관

련되어 논의되었던 가장 큰 이슈로는 

인간의 성(Human Sexuality)과 관련

된 주제였다. 화요일(14일) 전체회의에

서 논의 되었던 이 이슈는 먼저 한인목

회강화협의회 장학순 목사가 “동성애 

이슈관련 최근 교단의 동향과 전망”이

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왔던 교

단 내의 상황을 정리해 참석자들의 이

해를 도왔다. 장목사는 또한 용어의 사

용에 있어서 “동성애”라는 한정적인 표

현보다는 실질적이며 포괄적인 “성 정

체성”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과거 ― 역사의 축하와 명확한 설명

이성현 목사는 작년 총회장에 추대

되면서 우리 한인총회의 지난 40년 역

사에 대한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역

사를 함께 축하하며, 그를 바탕으로 앞

으로 다가올 미래를 계획해 나가기를 

원했다. 그에 따라 한인총회는 ‘한인총

회 40년사’ 편찬을 결의하였고, 그 책

임을 맡은 한상신 목사(그린랜드연합

감리교회, NH)는 이번 총회 목요일(16

일) 아침 전체 회의 시간에 그동안 진

행되고 있는 40년사 편찬작업에 대해 

보고하며, 내년 한인총회 전까지 ‘한

인총회 40년사’가 나오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한목사는 또한 “편찬작업

을 하면서 제대로 보관되지 못한 자료

가 참 많은 것을 보고 아주 놀랐다”고 

전제하고 한인총회의 40년 역사자료 

수집에 더욱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

다. 참석자들은 ‘한인총회 40년사’가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지난 4월 25일 네팔에서 일

어난 강도 7.8 규모의 지진 피

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

데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구

호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우

선 9만 불을 ‘GlobalMedic’에 

지원하여 생존자들이 정제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는 등 

이미 국제구호단체와 협력하

여 구호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네팔의 지진 피해자들이나 

다른 국제적 재해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방법은 수표에 

‘UMCOR Advance # 982450’
라고 쓰셔서 주소 - Advance 

GCFA; PO Box 9068, New 

York, NY 10087-9068로 보

내시거나, 각 연합감리교회 개

체교회에 ‘네팔 지진 피해자 돕

기’ 또는 ‘UMCOR Advance 

#982450’라고 쓰셔서 헌금하

시면 됩니다. 



든 상황 속에서 감사

함으로 드리는 아름

다운 예배를 드렸습

니다. 

지어진 지 150년

이 넘는 엘림교회 건

물... 무너진 그곳에

서 부활이 일어날 것

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림교회에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스페니쉬교회는 Rahway에 있

는 Trinity UMC에서 예배를 드리

고, 엘림교회는 Woodbridge에 있

는 Woodbridge UMC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로는 엘림교회 건물이 Col-

lapse Zone으로 지정되어 위험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

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safe zone으

로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afe Zone으로 확인되면 바로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많은 도움의 손

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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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기적

4월 5일 부활절 주일 아침, 정말 아

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엘

림연합감리교회 ((구)한인유니온 연

합감리교회)에서 4년 시무하는 동안

가장 큰 예배였습니다. 25명 남짓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2명이 물세례

를 받고 총 5명이 입교식을 하는 그

야말로 천국 잔치를 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교회를 나

와 집으로 향하고 있

었습니다. 저에게 전

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세요! 

교회 천장이 무너졌어

요!” 오후에 우리 엘림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

리는 스페니쉬교회 목

사님이었습니다. 차를 

돌려 다시 교회를 갔습

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경

찰차, 소방차, 응급차

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고 스페니쉬

교회 교인들이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밖에 나와 있었고, 다친 사람들

이 응급차에 실려 가고 있었습니다.

스페니쉬교회가 예배를 시작한 2

시에 성전의 천장이 무너진 것입니

다. 천장의 일부가 무너진 것이 아

니라 30피트가 넘는 천장이 전체가 

한번에 무너진 것입니다. 총 14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중

에 한 여자 성도가 심하게 머리를 다

쳤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소방관과 함께 선정 안에 들

어갔습니다. 붕괴된 현장을 제 눈으

로 직접 보았습니다. 모든 전등들, 

목조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치 폭

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붕괴된 

성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

니다.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 나왔을까?” 당시에 75명이 넘

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

고 있었습니다. 두 살, 세 살, 네 살 

된 어린이들이 밖에 서 있는 것을 보

았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

이 다 빠져 나왔을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날 기적을 보았습니다. 천장이 무너

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

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

고 나서 감리사님과 함께 Newark에 

있는 University Hospital을 찾아갔

습니다. 사고로 인해 다친 14명 중

에 가장 심하게 다친 여자 성도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

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Doris라고 하는 그 여자 성도가 병

원에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

다. 저는 응급실 문을 나오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에 얼굴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

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 저녁 저는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

습니다. “왜?”. “왜 부

활절 주일에 그런 사

고가 났느냐고” 그

러나 저는 모릅니

다. “왜”에 대한 대

답은 하나님께 속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

는지는 압니다. 하

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

는지 저는 압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

하기보다는 저는 하나님께 우리 엘

림교회와 스페니쉬교회에 행하신 

일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모세는 이스

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

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

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저는 엘림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했습니다. “기

억하세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서 강한 손과 편 팔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강

한 손과 편 팔이 우리를 천장붕괴로

부터 구해주셨습니다.

사고가 나고 일주일이 지난 4월 

12일 주일 엘림교회 파킹장에서 스

페니쉬 교회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렸

습니다. 저희 엘림한인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스페니쉬 교회를 위로하고, 

부활절 주일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고 보호해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석

했습니다. Easter Miracle이라고 쓰

여진 빨간 t-shirt를 입고 주님께 모

박태열 목사 | 엘림연합감리교회, NJ

2 May 2015



KUMC 뉴스

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에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총이 함

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

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

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 평화위원회의 사역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후원

하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성령

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평

화위원회를 통해 진행된 일에 대해 보고 드리

고자 합니다.

1.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 행
진과 기도회

2012년 연합감리교 총회에서 통과된 한반

도 평화 행진 청원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화

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저희 한인 연합감리교

회가 감당할 수 있는 4년 계획을 세우고 2013

년에는 아틀란타에서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

한 기독인 대회를 미국 내 주요 교단들과 한

국 기독교협의회와 함께하여 개최하였습니다.

한국 전쟁 정전 61주년인 2014년 7월 25일

과 26일 양일간에 워싱턴 디씨에서 한반도 화

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 행진과 기도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25일 금요일에는 미국 내 타 교단 

대표들과 한국 기독교협의회와 세계기독교 협

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지도자 회의를 가지고 오

후에는 백악관 산하 국가안보위원회와 국무부 

북한 인권대사와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

화와 화해와 통일을 향한 초석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

다. 금요일 저녁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한반도 평화 포럼을 가져 끝나지 않은 전

쟁의 계속되는 비극인 이산가족을 아픔을 알리

는 시간과 화해와 평화의 회복을 위한 지혜와 

바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6일 오전

에는 약 3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파운드리 교회

에 백악관 앞까지 한반도에서 화해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약 3킬로미터를 워싱턴 디씨 

경찰의 인도를 받으며 행진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부터 할아버님, 할머님들까지 3세대가 

함께한 발걸음이라 더욱 힘차고 밝은 걸음이었

습니다. 행진 후 백악관 앞에서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모여 분단의 아픔과 이

산의 슬픔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기운을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거

두어 내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평화행진과 기도회는 우리 한인 연합

감리교회가 중심이 되어 파운드리연합감리교

회, 연합감리교 교회와 사회국, 여선교회, 한국

기독교협의회, 세계기독교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여 이루어진 열매라 모든 일

을 협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 행진에 참여해 주

신 모든 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원해주신 

지역한인감리교회들과 파운드리교회, 멀리서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깊이 감

사 드립니다.

2. 통일위원회에서 평화위원회로

2014년 11월 임원회에서 통일위원회에서 

평화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와 통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평화라는 믿음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한반도

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

스도의 평화를 실천하고 넓혀 가는 것이 우리

의 사명이라 생각됩니다. 평화위원회로 변경

하면서 앞으로의 사역들을 아래와 같이 두 줄

기를 가지고 이루어가려 합니다.

1) 평화 운동
① 교육/홍보

분단의 아픔과 이산의 슬픔을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한반도에서 화해와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가운

데 이루어야 할 사명임을 알리고 나누어 가는 

운동을 이루어 가려 합니다. 한반도 화해와 평

화를 위한 자료집을 만들어 각 연회 별로 교육

과 홍보 행사를 개최하려 합니다.

② 평화조약 운동

2013년 세계 기독교 협의회 부산 대회에

서 통과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언에

서 결의된 정전협정을 평화 조약으로 대체하

는 운동을 연합감리교내에서 지속적을 펼쳐가

려 합니다.

③ 평화 네트워크 구성: 

연합감리교 내에서 교회와 사회국, 여선교

회, 세계 선교국, 감독회의 등과 연계하여 연합

감리교 내에서 한반도 평화운동이 중요한 선

교적 과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주 내 

한인 기독인들을 연계하여 한반도 평화 운동

의 지평을 넓혀 가는 계획입니다, 이 일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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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북미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가 창립되었

습니다. 미주 내 5교단에 속한 한인 목회자들

을 중심으로 미주 한인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

고 지속적인 화해와 평화운동을 전개할 것입

니다. 한국 기독교 협의회, 세계 기독교 협의

회와 지속적을 연계하여 협력할 계획입니다.

2) 나눔 운동
① 오병이어 선교

지난 2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누어진 

오병이어 선교헌금은 화해와 통일을 위한 가

장 귀한 씨앗들이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사

이 좋게” 재단과 협력하여 고아원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식품, 의복, 약품, 가전용품들을 

지원하였고 고아원 전력원을 일원으로 태양

열 전력판을 제공하였습니다. 에볼라 검역관

계로 지난겨울에 지원하기로 하였던 물품들은 

2015년 4월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향후 오병이

어 선교는 평화위원회에서 직접 북한 내에서 

나눔 운동을 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② 선교 연대

평화위원회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협

력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선교협력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한인 연합감리

교회뿐 아니라 연합감리교 전체가 북한 내에

서 나눔 운동을 공식적이고 지속적으로 감당

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세계 교회협

의회 부산대회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에큐

메니칼 운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연

합감리교회도 중요한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서는 북한 내 기독교인들과 선교적 연대가 중

요할 것입니다.

3.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4년 계획

1) 2015 년
① 평화위원회 방북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여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평화위원회 보고

장위현 목사 | 한인총회평화위원회 회장, Belmont UMC, MA

 기간: 2015년 8월 12일 ~ 8월 19일

 목적: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협력관계 

설립 / 오병이어 선교 / 사업 답사 / 해방 

70주년 예배 참여

② 감독위원회 방북

 2015년 내 감독위원회 대표 방북 추진

 한반도 평화 DMZ 순례후원(한국 기독

교 교회협의회 주최)

 기간: 2015년 7월 중

2) 2016년
① 연합 감리교 포틀랜드 총회에서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특별 예배 추진(남, 

북 기독인 초청)

② 한반도 평화 청원 제출(교회와 사회국

과 연계해 상정 Resolution 6100)

③ 오병이어 선교헌금 Advance Special 지

정 추진

④ 총회 시 한반도 화해와 통일 포럼 개최 

(“잊혀진 전쟁의 기억” 상영 및 홍보)

4. 평화위원회 조직

2014년 11월 임원회에서 임원 조직 변경이 

있었습니다. 전 통일위원회 창립 시절부터 온 

마음과 정성으로 화해와 통일의 소명을 한결같

이 감당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던 김정호 목사님

께서 회장에서 사임하시고 평화 위원회 고문으

로 추대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선교의 

전도사로서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나

누어 주셨던 이창순 목사님도 고문으로 추대되

셨습니다. 평화위원회뿐 아니라 우리 한인 연

합감리교회는 이 두 분에게 셀 수 없는 사랑과 

평화의 빚을 지었다고 믿습니다. 두 분께서 지

난 20년간 화해와 통일을 위해 드리신 기도, 흘

리신 땀. 그리고 넉넉히 나누어 주신 사랑 하나

님께서 한반도에 다가올 평화로 갚아주시리라 

믿고 깊이 감사 드립니다,

새로 된 임원진은 2015년 평화 위원회 총회

에서 추인 될 것입니다.

 평화고문: 이창순 목사, 정희수 감독, 김

정호 목사

 회장: 장위현 목사

 부회장: 우경아 목사

 총무: 권혁인 목사

 회계: 한동수 목사

 서기: 신규석 목사

 오병이어선교 위원회: 조항백 목사

 평화운동 위원회: 조건삼 목사

그 동안 기도와 헌금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

은 총회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 드리며 앞으로

도 평화와 나눔 운동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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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사가 된 김점동 박사는 모든 명예를 그

녀에게 돌렸다. 이 세 명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내리는데 크

게 이바지했다.

Matthews 감독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메릴

랜드 주 Ellicott City의 새로운 교회의 목사인 

박대성 목사는 한국에서 온 교회역사학자이다.

박 목사에 따르면 당시 한국에 온 선교사들

은 교육과 의료선교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한

국 정부와 약속을 지켰다고 한다. 위의 학교들

과 병원들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었고, 한국의 교육과 의료 부분의 발전에 기여

를 했다.

선교사들에 의해 운영된 학교와 병원들은 

기독교에 편견을 가졌던 상위계층보다 “상민” 

또는 “천민”이라 불리는 하위계층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박 목사는 말했다. 그로 인해 기독교

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받아들

여졌다. 선교사들은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사

역을 확대해 나갔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 복음

전파를 하는 대신 학교와 병원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방법은 Goucher 목사의 믿음을 반

영하는 것이다. “설교는 말보다 행동을 통해 먼

저 이해된다.”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계속 섬기며 그들의 

사역을 넓혀나갔다.

1887년 Appenzeller는 배재학당에서 학생

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직접적인 선교활동에 

들어갔다. 10월 9일 그는 ‘벧엘예

배당’이라는 이름의 정동제일교

회를 세웠다.

오늘날 한국감리교회는 6,206

개의 개체교회와 1,461,772명의 

성도들과 10,326명의 목사로 이

루어져 있다.

이 부활절 예배는 한국 감리교 

선교자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열릴 여러 행사의 첫 

예배였다. Matthews 감독과 볼티

모어-워싱톤연회 대표단은 이 행

사들에 참여할 것이며, 자매결연

관계인 남 연회를 방문을 하며 일 주간 행사를 

마칠 예정이다.

UMC NEWS

한국 감리교 130주년을 축하하며...

1885년 4월 5일 비 내리는 부활절 주일 오

후 3시, 감리교의 한국 첫 선교사인 Henry Ap-

penzeller 목사는 서울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

로부터 130년이 지난 201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에 Marcus Matthews 감독과 볼티모어-워

싱턴 연회 리더들은 이 부활절의 기적과 역사

를 축하하기 위해 그 발자취를 따라갔다.

Appenzeller 선교사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무덤의 문을 깨뜨리

신 주님께서 빛과 자유를 한국에 주시기를 기

도합니다.”

Matthews 감독은 이 기도를 다시 상기시켰

다. John Goucher 목사를 기념하며 세워진 중

앙감리교회에서 Matthews 감독은 모두에게 

변화의 능력을 가지신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와서 보라”라고 선포하였고, 

또한 “가서 전하라”고 설교했다.

“와서 주님의 영광을 보라”와 “가서 주님을 

전하라”라는 구절은 한국에서의 감리교회 여

정을 잘 요약한 것이다.

1885년 감리교회의 한국을 향한 여정은 

Goucher 목사가 기차를 타고 미 전역을 여행

하던 몇 해 전부터 시작되었다. Goucher목사

는 당시 볼티모어의 Goucher대학의 총장이었

으며 감리교 근원이 되는 교회인 볼티모어의 

Lovely Lane 감리교회의 

목사였다.

Goucher 목사는 기

차에 동승한 당시 미국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기 위해 워싱턴 디씨로 

가는 황후의 조카를 포

함한 한국 지도자의 대

표단을 만날 수 있었다. 

Goucher 목사는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였고, 기

차에서 내리자마자 감리

교회 감독선교협의회에 

한국선교를 촉구하는 편

지를 보냈다. 그는 지금

으로 환산하면 약 $49,000에 해당하는 $2,000

의 수표를 편지와 함께 보냈다.

이 기금은 Appenzeller와 Dr. William B. 

Scranton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과 Scranton의 

어머니인 Mary 여사를 감리교 선교사로서 한

국으로의 파송이 가능하게 만든 종잣돈이 되

었다.

선교사들의 삶을 반영하는 Goucher 목사

의 말에 의하면 “모든 선교지는 선교사의 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따를 때 

어떠한 곳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벋어날 수 없

음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순종은 하나님 안의 

역동적인 신앙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하나님

의 약속을 통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

존하는 믿음이다.”

한국 감리교회 탄생에 기여한 Appenzeller

와 Scranton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다. 전쟁과 탄

압의 영향을 받은 문화 속에서 선교하기 위해 

그들은 그들의 편안한 세계를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들은 열심을 다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

했다. 이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의술과 모든 이

들에게 교육기회의 제공하고 주님

의 부활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 나

타나기도 하였다. ― 주님의 나라

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되

었다.

Henry Appenzeller는 도착한 

지 얼마 후 딸이 태어나며 한국인

들 사이에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한국에서 첫 번째 감리교회를 

시작했고 배재학당을 설립했으며 

모든 한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성

경 번역작업에도 참여했다. 교사와 목사로 그

는 17년 동안 이 나라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도

록 노력하였다.

의료선교사인 William 

Scranton는 처음에 그의 

집에서 환자들을 치료하

였고, 한국 최초의 현대

식 병원인 Universal Relief 

Hospital(광혜원)을 설립

했다. 그 병원에는 이런 간

판이 걸려 있었다. “남녀를 

막론한 모든 병든 사람들

은 미국인 의사를 보려면 

아무  때나 빈 병만 가지고

오십시오.” 빈 병들은 그가

제공하는 약을 넣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여기 있던 처음 한 해 동안 1,000

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았다고 기록돼 있다.

Scranton 의사는 또한 그의 어머니를 한국

으로 모시고 온 것으로 더 유명하다. 그 당시 

53세였던 Mary F. Scranton 여사는 감리교 감

독선교협의회에 의해 한국에 파송된 첫 번째 

여성 외국선교 협의회의 소속 선교사였다. 그

녀가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

당의 설립자이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The 

Salvation for All Women Hospital(보구여관)을 

설립했다. 이 병원에서 훈련을 받아 한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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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제 우리

는 전략적으로 기도와 분별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

다”고 말했다. 조감독은 특히 미국내의 한인 인구통계를 볼 때 우

리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앞으로 다중언어(Multi-lingual)과 다세

대(multi-generation)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숫자의 문제를 넘어서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감독은 주재하는 버지니아

연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도운동에 대해 설명하며 미래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고 독려하였다.

한인총회의 이모저모

이번 한인총회에서는 일천교회 캠페인의 보고와 선교위원회

의 활동 보고가 주목을 받았다. 일천교회운동 운영위원장 이훈경 

목사는 일천교회의 활동을 보고하며 한인연합감리교회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이제는 일천교회운동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

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미니 아이패드를 부상으로 걸며 ‘일천교회

운동’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였다. 또한 몽골과 아이티 등 한인

연합감리교회 내의 여러 주요 선교지를 아우르는 선교위원회(위

원장 이승우 목사)는 각 선교지의 활동을 참석자들에게 동영상이

나 선교사의 보고로 알렸다. 이번 한인총회에서는 또한 박정찬 감

독이 주재감독인 몽골지역의 후원과 비전트립에 대한 안내도 있

었으며, 대지진 후 한인총회의 헌금으로 시작된 아이티 ‘Love & 

Hope 선교센터’ 봉헌을 축하했고, 7월에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있

는 선교대회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번 총회에서 타/다인종목회자협의회와 한인여교역자회가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타/다인종목회자협의회는 회장에 

박신애 목사(Embury UMC, NJ) 부회장에 이성호 목사(Concord 

UMC, CA)가 선출이 되었고, 한인여교역자회 회장에 Sunny Ahn

목사(Toluca Lake UMC, CA)와 부회장에 강혜경 목사(Drew 신

학교 부학장)가 선출되었다.

이번 한인총회에서는 총회 참석자들이 교단과 개체교회를 위

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인 ‘기도방’을 따로 준비해 운영하였다. 호

텔 2층에 특별히 마련된 이 기도방에는 기도의 내용을 카드에 적

어 걸어 놓을 수 있게 하였고, 기도방을 24시간 개방하여 사람들

이 수시로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수요일 저녁의 예

배시간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

졌고, 웨슬리연합감리교회의 ‘웨슬리 소년소녀 합창단’이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특별찬양을 하였다. 총회기간 내내 호텔 회의

장 밖에는 총회공보부의 ‘섬기는사람들’과 다락방 선교의 ‘영성형

성아카데미’ 등의 리소스들과 각 선교지의 안내문들이 참석자들

에게 전시 제공되었다.

예년에 비해 빠듯한 스케줄로 진행되었던 이번 한인총회는 한

인연합감리교회의 40년 역사를 축하하고, 또한 과거의 잘못된 점

은 바로 잡으며, 지금 한인연합감리교회와 관련된 상황과 동향

을 분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풍성한 미래를 이루어 

가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던 모임이었다. 총회장 이성현 목

사와 임원진은 15일 수요저녁예배 시간에 이번 한인총회가 성공

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운 달라스중앙연한합감리교회(이성

철 목사)와 중남부지역협의회(회장 이진희 목사)에게 감사의 인

사를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인선교총무 김한성 목사가 준비한 동성애 

관련 부정적인 입장이 분명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설문조사 결

과를 들은 후 이 이슈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토론

하였다.

박정찬 감독(서스퀘나연회)은 전체 회의 이전 오전의 주제강

연에서 감독으로서 겪었던 성 정체성 관련 연회에서의 논의 경험

을 나누며 이 이슈에 대해 상호 이해를 좁히고 이해를 도울 수 있

는’거룩한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감독은 다가오

는 연합감리교회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다라고 전제한 후 우리는 이에 대처하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며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자고 독려했다.

Perkins School of Theology 교수인 Dr. William Abraham 교

수는 화요일 오전 주제강연에서 우리 교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포함한 심각한 도전들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각 시

대별로 지역별로 교회가 다른 여러 이슈들을 직면해야 했던 모습

과 같다고 그는 전제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현재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차분히 따라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신설이 제안되어 이번 한인총회에

서 인준을 받은 미래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호 목사)는 이 이슈

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한인총회에 전체 연합감리교회와 교단에 

진정한 웨슬리 정신의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자는 안건을 전체회의

에 상정하였다. 이 성명서는 화요일 전

체회의에서 토론을 한 후 약간의 문구 

수정을 거쳐 통과 되었다. 이 성명서에 

는 한인총회는 더 이상 ‘동성애 이슈’에 

관한 소모적인 찬반논쟁에 휘말리지 않

고, 동성애자들이 가지는 아픔을 이해

하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현 장정에 기록된 

동성애, 동성결혼 및 주례, 동성애자 목

사안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성

서적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담고 있으며, 전도와 선교에 걸

림돌이 되는 비생산적인 찬/반 논쟁을 중단하고, 교단 분열을 막

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앞으로의 변화

에 따른 다른 계획도 함께 준비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 ― 새로운 접근방법과 구체적 계획

한인목회자 안수문제는 이번 한인총회에서 논의 되었던 미래

를 위한 주요 논의주제 중 하나였다. 한인총회와 한목협이 공동으

로 구성한 미래위원회의 분과 한인목회자 안수문제 연구 태스크 

포스(Task force) 리더 박신애 목사는 보고를 통해 교회와 안수후

보자들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의 불 이해로 한인을 포함한 소

수인종 안수후보자들이 안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

래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문제를 교단 전체에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총회고등교육사역부와 협력으로 내년 연합감리교회총회에 

안수과정에서 후보자가 통역을 원할 때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자는 청원안을 내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미래와 관련하여 조영진 감독은 “한

인연합감리교회 오늘과 미래” 제목의 주제강연에서 김찬희 박사

의 최근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으로의 역이민 등의 미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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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단 총회를 준비하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입장

연합감리교 한인총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는 2016년도 교단총회 (General Conference)를 

앞두고, 교단 분열의 조짐 마저 불러 일으키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연합감리교 장정은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를 하나로 튼실하게 묶어

주는 끈이며, 우리들의 살아 숨쉬는 역사요, 믿음의 고백이다. 현 장정은 

분명한 언어로 동성애, 동성결혼 및 주례,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금지하

고 있지만, 최근들어 의도적으로 장정을 거부하는 하려는 도전이 있다. 

이는 장정이 개인의 신학적 입장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도 된다는 전례

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장정을 각 나라 및 지역의 실정에 맞게 고치려는 

움직임 역시 장정의 보편적 가치를 상대화 시키려는 시도이다. 만약 동

성결혼 주례를 허용하고, 현직 목사가 동성애자 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도 제재할 수 없도록 장정이 개정 된다면, 한인연합교회는 엄청난 갈등

에 직면해 전도와 선교에 큰 어려움이 예견된다.

이런 현 상황 속에 한인총회가 책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인교회를 지키는 사명’ 이다.

한인총회는 더 이상 ‘동성애 이슈’에 관한 소모적인 찬/반 논쟁에 휘

말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될 때 임을 자각한다. 이에 한인총회는 전체 연합감리교회와 

교단에 진정한 웨슬리 정신의 회복을 촉구한다.

 우리는 연합감리교회가 ‘성서적 경건’으로 세상을 변화 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교단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한인 연합감리교회로서 130년 전 조선을 찾아와 복음을 증

거한 선교사들의 순교적 신앙의 뿌리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연합감리교회가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미 전

역에서 120 여년 전부터 교회개척 및 지원에 선구자적 역활을 감당

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동시에 성서의 권위와 성결을 기반으로 한 연합감리교의 근

간을 뒤흔드는 모든 시도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한인교회 미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사안들에 대해

서 조차 이민교회와 소수민족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차

별’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에 연합감리교 한인총회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내년 총회가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것에 사

랑으로’ 의 정신을 존중하길 바란다.

2. 우리는 현 장정에 기록된 동성애, 동성결혼 및 주례, 동성애자 목

사안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성서적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

정한다.

3.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가지는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의 인권을 존

중한다.

4. 우리는 연합감리교 공동체 안에 ‘동성애 이슈’에 대한 분열된 의견이 

있음을 이해한다. 동시에 이 사안이 교단 존재의 본질이 아닌, 비본

질로 인식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5.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걸림돌이 되는 비생산적인 찬/반 논쟁이 이

제 중단 되길 바란다.

6. 우리는 ‘동성애 이슈’로 혼돈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

7. 우리는 ‘동성애 이슈’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교단 분열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8. 우리의 간절한 바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교단총회가 ‘동성

애 이슈’와 관련 첨예한 찬/반 논쟁을 불러올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선택을 각 연회에 맡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9. 우리는 동성애, 동성결혼 및 주례,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교회들에게 자유롭게 연회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

을 줄 것을 요청한다.

10. 만약 한인교회가 미래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한인 총

회는 불가피하게 선교적 필요에 따라 교단 안에서 언어와 문화적인 

특성을 인정받는 창의적인 구조를 마련하도록 한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한인총회 미래대책위원회

총회장 이성현 목사 위원장 김정호 목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

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이승필 목사 |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United Methodists In ServiceMay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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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인 인

구의 증가에 대한 

사실은 우리 교회 

현장에서뿐만 아

니라 많은 기사와 

연구자료로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

다. 대부분의 미국

인 교회는 벌써 평

균 연령이 60세를 

넘어가고 있고 매

주 예배 참석 교인을 볼때 그 이상이라고 해고 

과언이 아닐것이다. 한인교회도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 노인목회의 관심은 

사실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Washing-

ton Post 2014년 7월 24일 기사를 보면 하루에 

Babyboomer세대가 10,000명씩 은퇴하고 있

다고 말한다. Babyboomer세대는 2차 세계대

전 후 1946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의미하며 전쟁 후 높은 출생률에 의한 세대이

다. 이제 이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또한 의

료의 발달로 인한 오래 

사시는 노인들의 추세

를 볼때 노인들의 인구

는 앞으로도 당분간 높

은 증가현상이 계속 될

것이다. 그러기에 노인 

사역은 목회에 꼭 필요

한 부분이다. 그러나 노

인 사역에 중점을 두는 

교회는 사실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젊은

이들이 부족하기에 그

들을 중점으로 두는 목

회방향이 우선으로 삼

기 때문이다. 젊은이들

을 위한 사역도 중요하

지만 현재 우리교회 안

에 계시고 계속 증가하는 노인들을 위한 목회

도 중요한 과제일것이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

한 사역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몇가지

를 제시하면서 다른 방법또한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첫째로 노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역
은 방문/care 사역이다. 점점 연로해지시

면서 활동이 어려워지는 노인들은 활동조차 

어려워지고있다. 방문사역은 목회자뿐만아

니라 평신도들도 적절한 훈련을 통해 아주 효

노인사역(Senior Care Ministry):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율적인 사역의 동반자로 활동할 수 있다. 특

히 연합감리교는 벌써부터 Stephen Ministry 

(stephenministries.org) 라고 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Stephen Minister라는 명칭으

로 평신도 방문사역을 돕고있다. 물론 훈련이 

영어로 되기때문에 한인들에게는 아직 보편화 

되지 못했지만 한인교회가 더욱 적극적 관심

을 갖게되면 한국어 training program도 가능

할것으로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

도 평신도를 훈련하여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

을 방문하여 돕는 기도와 상담목회는 필요한 

사역이라 생각한다. 

또하나의 방문사역으로 식사배달 사역이

있다. 이미 wheels on meals(meals-on-wheels.

com)이란 노인 식사 배달 봉사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봉사단체와 연류하

여 지역의 식사준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

사를 가져다드리는 사역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다. 북가주 산호세지역에도 내가 

알고있는 몇몇 한인교회는 현재 한식을 준비

하여 개인집이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양

로원에 매주 정기적으로 식사를 배달하는 봉

사를 하며 많은 노인들 돕고 있다. 물론 직접 

음식을 준비하려면 쉬운 일은 아니나 규모가 

있는 교회중심으로 이런 봉사 사역은 이루어

지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는 많은 교회가 

Second Harvest Food Bank와 같은 정부기관

과 함께 식품류와 야채를 매주 제공하기도 한

다. 저희 교회에서도 매주 화요일 교인들과 지

역주민들이 모여 grocery bag을 준비하여 오

시는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다. 교회에서 직

접 하지는 않더라도 봉사에 참여하거나 어려

운 분들을 모셔다 드리는 일도 할 수 있으리

라 생각한다.

두번째로 노인들이 모여서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Adult Day Care Program
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많은 준비와 

regulation등의 문제로 개체교회에서 직접 운

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Catholic Charity 

Adult Day Care (http://www.daybreakcares.

org/adultdaycare/) 와 같은 전문적 service 

agency와 함께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근처 미

국인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장소를 제공하여 위

의 service를 지역에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에 

사시는 노인들은 매일 그 교회에 모여 참여하

고있다.  

물론 위의 프로그램들은 당장에라도 시작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으나 좀 더 큰 

차원의 봉사도 가능하다. 웨슬리신학교의 The 

Lewis Center for Church Leadership에서 계

시는 Dr. Lovett Weems의 “Focus”란 책에 의

하면 2012년 현재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소유

한 부동산은 52 billion dollar가 넘는다고 한

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 얼마나 지역 사회를 위

하여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교회 건물은 1주일에 

그저 몇 시간만 사용되고 있다면 지역사회에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걸까? 저희 

교회는 이런 도전 끝에 우리의 교회 땅이 지역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보급자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없을까 연구 중이다. 지난 2

년간 American Baptist Homes of the West라

는 Low Income Senior Housing developer와 

함께 교회땅에 아파트 설립을 계획중이다. 물

론 이런 사업은 철저한 준비와 교회와 연회의 

협조가 우선 되어야 가능하다. 저희 교회에서

는 우선 Senior housing developer를 선정하

고 교회의 땅이 low income senior housing에 

적합한지를 알아봤다. 그리고 city의 planning 

department에 연락하여 low income senior 

housing의 need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교회 

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감

리사와 지방 building and relocation 위원회

의 검토와 허락을 받는 절차에 있다. 

Low Income Senior Housing은 일반적으

로 교회의 땅을 developer에게 팔거나 장기 

lease로 계약하게 된다. 땅값은 일반적으로 시

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 상태가 중요

한 결정 요건이 된다. 저희 교회는 땅 중심에 

위치한 현재 건물들 허물고 땅값으로 새로운 

교회 건물을 건축할 것을 계획 중이다. 물론 

교회의 입장에 따라서 땅을 무료로 제공하거

나 땅값을 장기적 수입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그저 땅을 팔아서 수입

을 만드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의 사업은 노인사역의 일환이며 housing이 

세워지고 나서도 어떻게 계속 거주하는 노인

들을 위한 사역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건물이 없는 한인교회에서는 생각하기 힘

든 사업일지 모르나 함께 사용하는 미국교회

와 함께 계획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특별히 한인 노인들이 갈만한 양로시설이 

LA나 뉴욕 같은 한인집중 지역 외는 너무 부

족한 현실이어서 한인 노인들은 음식과 언어

들의 어려움으로 현지 양로시설에서 너무 큰 

고생을 하고 계시다. 이런 사업이 한인 교회의 

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해본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노인사역으로 이 지역에서 노인사역을 대표하

는 교회가 되고자 준비 중이다. 물론 모든 것

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작은 일부

터 준비하고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

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하신 주

님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이루어 간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더욱 확

장하는 역할을 감당하리라 믿는다. 

사역소개

김현일(Henry Kim)목사 | Trinity United Methodist Church, CA

6 May 2015



개체교회 사역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2015 어린이 축구 여름캠프

안녕하세요,

캔사스 한인중

앙연합감리교회

를 섬기는 김다

위 목사입니다.

올해 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

희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공동체(Walking with 

Jesus), 다음 세대를 무장시키는 교육 공동체

(Equipping Next Generation), 세상을 변화시

키는 선교 공동체(Transforming Kansas City)

가 그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

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것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기 원하

시는지 찾던 중에, 축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

이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 문을 열고 여

러 성도들과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던 

중에, 축구를 배우고 싶지만 비싼 장비들과 수

업료 때문에 쉽사리 배우지 못하는 이들이 있

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

다. 바로 축구 코치입니다. 당시 저희 교회 안

에는 축구 코치로 섬기실 분이 없었습니다. 만

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축구 코

치님도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고 믿고 좋은 축

구 코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역을 진행시

키지 않았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도 축구 캠프를 섬길만

한 분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하던 중에 거의 3주 후에 교회 청

년의 소개로 한 축구 코치님을 만날 수 있었

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이 분은 장차 한국

에 가셔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아

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꿈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예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유니폼과 축구공, 음료

수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회비인 10불만 받기

로 하고 축구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

불마저도 어려운 이들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비록 처음 시도하는 행사라서 부족한 점

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모일

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회를 섬기

는 비전을 주신 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셨고 예비해 두셨음을 보았을 때, 

행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

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은 단지 개 교회의 

전도를 위한 전초 단계에 지난 것이라고 생

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 사회의 부족

한 점들을 세우고 돕는 일 자체가 하나님 나

라 관점에서 선교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기대하는 점은 어느 형편

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누구나 와서 축구를 배

김다위 목사 |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KS

우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었으면 합니

다. 그리고 거의 무료로 제공되는 이번 행사

를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

급하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경험했으면 좋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점은 이 행사가 하나

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개인주의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사이 사

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

다.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 조그마한 행

사를 위해 연합감리교회 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름축구캠프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5월 25일(월) ~ 6월 5일(금), 총2

주간 월, 수, 금, 오전 10시 ~ 12시 

 장소: Roe Park(104th and Roe Ave.

Overland Park, KS)

 대상: Kindergartner ~ 5th Grade

 회비: $10

 주관: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교육부

 문의: 816-304-2113(김다위 목사),

 centralkoreanchurch@gmail.com

 Schedule 

09:50~10:00 AM ― 집합

10:00~10:10 AM ― Daily Devotion 

10:10~11:50 AM ― 그룹별 지도 및 경기

11:50~12:00 PM ― 정리 및 인사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주일예배: 오전 11시

 어린이부/청소년부 예배: 오전 10시

 수요바이블아카데미: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시

 주소: 9400 Nall Ave.
  Overland Park, KS 66207

 전화: 913-649-2488

 홈페이지: www.facebook.com/ckumc

2015
전국지도자대회에

초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

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라”(마태복음 16:18)

“바로 세우는 교회, 바로 서는 세상!” 바른 

교회를 세워야, 세상이 바로 설 것이란 꿈은 하

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낸 현장, 그곳이 광산촌이든 감옥이든, 

성공회 교회가 금 그어준 선에 멈춤없이 넘나

들었던 요한 웨슬리,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석 구석, 바로 

잡아야 할 것은 겉치레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정작 ‘우리 영혼의 구석 구석’입니다.

Re+Member! 2015년 전국지도자 대회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다시 살려내는 

(re+vive) 예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

리가 다시 한 몸이 되자는 회개 (re+pent), “대
회” 참석으로 목회 현장에서 한 발 물러섬이 아

니라, 한발 물러섬을 통해, 오히려 한 발 다가

서는 (re+approach) 꿈을 꿉니다. 목회 동역의 

지체인 평신도 분들과 흉금없이 뭉치는 재헌

신 (re+commit). 목회자들 사이도 ‘교회 크기’
라는 세상 기준에 의한 내부분열이 아니라, 서

로 한 몸 됨을 다시 세우는 동역. 이런 비전과 

꿈으로 준비하는 2015년 제15차 전국지도자

대회에 목회자와 평신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Re+Member”
	일시: 2015년 5월 22일(금) 2:00PM ~  

 25(월) 12:30PM

	장소: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Van Nuys Airtel Plaza Hotel
  (7277 Valjean Ave.
  Van Nuys, CA 91406)

류재덕 목사, 2015 전지대 대회장, 밸리연합감리교

회 담임목사

신영각 목사, 연합감리교회 파트너교회연합회 회장

김광기 목사, 총회제자훈련부

주최: 파트너교회연합회/총회제자훈련부
주관: 밸리연합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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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UMC 목사안수과정 후보자를 위한 정보공유와 멘토링 세션
5월 18~20일 | Chicago, IL

전국지도자대회
5월 22~25일 | 벨리연합감리교회, CA

중국 기독여성훈련
7월 2~4일 | 장춘, 중국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7월 6~23일 | 서울 & 서산 & 인제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7월 27~31일 | Punta Cana, Dominican Republic

St. Paul 한국어 강좌
8월 3~7일 | Kansas City, MO

Youth Initiative, Children's Ministry, Nexus Conference
8월 5~8일 | San Diego, CA

한인여선교회 전국 지도자훈련
9월 24~27일 |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러시아 기독여성훈련
10월 8~10일 | St. Petersburg

이중문화가정 제5회 평신도 영성훈련
10월 13~17일 | 한국 동탄 시온감리교회

영성형성 아카데미
11월 9-13일, Racine, WI 

청년학생선교대회 KUMC 2030 청년 Conference
11월 25~28일 | Chicago, IL

2015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

캔자스주 리우드의 Saint Paul School of Theology에서는 매 3년 주기로 연합감리교회 목사

안수과정 필수과목인 연합감리교회 교리, 역사, 장정 등을 여름학기 강좌로 개설, 한국어로 진

행하고 있다. 올해 강의는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신학”(The United Methodist Doctrine)로 8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매 년 20여 명 이상의 한인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강좌는 Saint Paul 신학대학원의 공

식 개설과목으로, 필요한 경우 타 신학교의 해당과목 학점이나 연회의 연장교육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인트폴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인 전영호 박사에게 문의하거나 www.

koreanumc.org의 2015 Saint Paul 신학대학원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신학 한국어강좌 등록 신

청서와 안내 (PDF 형식)을 참조한다.

이메일: younghchun@spst.edu

전화: 913-253-5010(Office), 913-909-1880(cell phone)

 과목: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신학(The United Methodist Doctrine)
 일시: 2015년 8월 3일(월) ~ 7일(금)
 수업료와 활동비: $1,020(숙식별도)
 등록마감: 2015년 7월 10일까지
 장소: United Methodist Church of the Resurrection
  (13720 Roe Avenue, Leawood, KS 66224)

총회고등교육사역부에서 영어로 선교와 목회

에 관심이 있으신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해 on-

line 실시간 수업으로 어디서든지 수강 가능한 온

라인 영어교육 프로그램(8월 6일~9월 24일)을 제

공합니다. 등록마감은 7월 17일까지입니다.

영어는 오래 배웠는데 아직 대화에 자신이 없

으신 분들...

영어로 전도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

으신 분들...

타인종 목회에 관심은 있는데 영어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머리와 눈으로만 하는 영어공부는 그만!!

영어는 practice와 실습으로 정복한다!!

 일시: 8월 6일 ~ 9월 24일(목요일 오전 10시 PST)
 교육과정: Mission English I (8 sessions): 영어회화의 기본 습득($200)
 Mission English II (4 sessions): 영어로 기도, 말씀, 전도($100)
 등록마감: 2015년 7월 17일
 등록 신청서 제출과 문의: clergylifelonglearning@gbhem.org
 강의에 관한 문의: Rev. Dr. Henry Kim(revhenrykim@yahoo.com, 925-699-2292)
 등록에 관한 문의: Rev. Dr. HiRho Park(hpark@gbhem.org, 615-340-7391)

자료제공: 총회고등교육사역부(GBHEM), TN

2015 Saint Paul 신학대학원
한국어 강좌, 8월 3 ~ 7일

Mission English
8월 6일 ~ 9월 24일

주관: 영성형성아카데미/다락방 선교 | 주최: 중북부 한인 선교구 | 후원: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연합감리교 총회고등교육국(GBHEM), 중북부 한인코커스

8 May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