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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인총회:
“함께 연대하여 약속의 땅을 걷는 교회”

교단의 몇 

가지 주요 이슈

로 인한 어수선

한 분위기의 영

향인지 “함께

함” “연대” “사

랑” 등의 단어

들을 많이 들

을 수 있었던 

2017 연합감리

교회 한인총회

가 4월 24일부

터 27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LA 힐튼 공항호텔과 LA연합감리

교회(이창민 목사)에서 열렸다. 예년에 비해 적은 수인 약 200

명이 등록한 이번 한인총회에는 시기적으로 교단의 특별위원

회 Way Forward가 모이기 시작했고, 한인총회 기간과 겹치는 

25일부터 28일까지 교단의 최고 사법기관인 연합감리교회 사

법위원회가 서부지역총회에서 선출된 Karen Oliveto 감독의 

감독선임 적법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사뭇 긴장감도 느낄 수 있었다.

인간의 성 이슈와 관련된 논의가 이번 한인총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둘째 날 오전에 열린 주제토론 시간에는 5명의 

패널 중심으로 교단에서 논의되는 인간의 성 이슈로 인한 앞으

로의 전망과 개체교회의 이해와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

다.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장학순 목사는 이슈에 관한 교단의 상

황을 “어떠한 선택을 하든 난처한 지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딜레마”라고 설명하며, “장정의 입장유지”, 진보적 견해에서의 

“변화”, 타협적 입장의 “잠정적 포용론”과 “지속적 포용론” 등

의 예상할 수 있는 4가지 측면의 선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우

리 한인교회의 대안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였다. 패널로 

나온 홍삼열 목사(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CA), 임찬순 목사

(성누가연합감

리교회, TX), 류

재덕 목사(밸리

한인연합감리

교회, CA), 박미

숙 목사(샘물연

합감리교회, IL) 

등은 이 이슈에 

대한 경험했던 

각 개체교회들

의 이해와 반

응에 대해 발

표하였다.

수요일(26

일) 오전에는 

갑자기 사법위

원회의 결정이 

벌써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서 총회장 김

광태 목사가 그

에 대한 논의

를 위해 예정에 없던 특별세션을 소집했다. 이 특별세션

은 예정된 다른 일정으로 인해 15분 정도만 논의할 수 있었

고, 오후에 열린 총회 시작 시간을 1시간 앞당겨 3시부터 논

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사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은 상

태에서 대부분의 논의는 앞으로의 대응에 관한 논의보다

는, 한인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만을 확인하는 데에 집

중했다. 일부 목회자들은 한인총회의 입장을 교단 전체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참석자들은 지난 

2015년 발표된 한인총회 성명서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결

정했다. 

“2017년 LA에서 개최된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는 최근 교

단일치의 뿌리를 흔드는 ‘인간의 성’ 혹은 ‘동성애’ 이슈와 관

련하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의 ‘언약’인 현 장정이 밝히고 

있는 입장을 지지한다는 2015년 한인총회의 성명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에 의거하여 현재 교단 사법

위원회(Judicial Council)에서 다루고 있

2017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위해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
역 담당자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
난 공문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선교대회는 선교현장에서 
‘현지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로 진행됩니다. 저희 협의회에서 현지
답사를 통해 사역팀별 주요 동선과 소요시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요 일정을 확정하였으니, 일정표를 참조하셔서 금년도 단기선교 
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는 지금까
지 ‘함께 하는 선교’를 모토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단기선
교를 계획 중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번 선교대회를 개 교회 단기선교
의 일환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단
기선교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회에서도 이번 대회에 함께 참여하셔
서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
다.  다만 숙소와 식사준비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해 참가인원을 120
명으로 제한(선착순)하게 되니, 속히 ‘참가 신청서’와 ‘등록비’를 아
래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금년에도 참가하는 교회와 개인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해 등록비를 2014년 대회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개체교회에서 개별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원활한 대회 운영에 큰 도
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기간: 2017년 7월 24일(월)~28일(금)
 장소: San Jose, Costa Rica(숙소: Holiday Inn)
 인원: 선착순 120명(개체교회 목회자 및 평신도)
 회비: $400(숙소 및 식사포함)
 참가신청서와 등록비 보내실 곳

1518 Westbury Park Ct. Montgomery, AL 36117
(Payable & Mail to: ‘Global Mission Network’)
 문의: 홍성국 목사(334-221-9392, sungkukhong@hotmail.com)
 자세한 안내문 및 등록신청서는 한인연합감리교회 홈페이지 

www.koreanUMC.org를 참조하세요.

2017 한인총회 참석자 단체사진

개회예배 저녁집회 찬양 모습

한인총회 총회장 김광태 목사의 개회예배 인사 모습 ▶ 2페이지에 계속



회)를 회장으로 채민정 목사(위스콘신 연회)

를 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참석자들은 직전 

회장 이성현 목사의 설교와 총회장 김광태 목

사의 축도로 폐회예배를 드리며 3박 4일간의 

바쁜 일정을 마쳤다. 이번 총회에서 결의된 

성명서는 목회자와 교회들에게 우선 이메일

로 전달되었고, 한인연합감리교회 웹에도 공

지되었다. 한인총회가 끝난 다음 날(28일) 오

후 늦게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가 서부지

역 Karen Oliveto 감독선임은 위법이라는 판

결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판결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실행 방법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교

단 전체가 더욱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내

년 한인총회는 뉴저지주 아콜라연합감리교

회(안명훈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에 대한 재정립이 건의되었고, 임원진은 중앙

위원회 등을 통해 내년 한인총회 전까지 그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인총회에는 서부지역 한인교회연

합회와 LA연합감리교회의 환대와 더불어 예

배와 성경공부의 형식 변화가 주목을 받았다. 

3번의 아침 경건회를 타인종 목회자, 여성목

회자, 이중문화 목회자 그룹들이 주관하였고, 

3번의 저녁집회는 서부지역, 중부지역, 동부

지역 등이 각각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예배를 

드린 점이 돋보였다. 

특히 저녁 집회는 한 교회의 평신도 대표

와 목회자가 간증과 설교를 하는 예배형식으

로 특별히 디자인 되어 참석자들의 좋은 반

응을 얻었다. 첫날 저녁집회는 라구나힐스한

인연합감리교회의 림학춘 목

사와 김재종 장로가 메시지를 

나누었고, 둘째 날은 성누가

연합감리교회의 임찬순 목사

와 김효중 권사, 그리고 셋째 

날은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김태준 목사와 정연숙 장로가 

각각 간증과 설교를 하였다. 

예배의 메시지는 공동체의 화

합과 연대 그리고 사랑에 집중

되었다. 

는 Karen Oliveto(현 Mountain Sky Area 주

재감독)의 감독선출이 장정의 규정을 위반

하여 진행된 위법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2015년 한인총회 성명서는 교단의 동성

애 이슈와 관련한 10가지 입장을 밝힌바 있

다. 이번 논의에서는 또한 한인총회의 정체성

Sky 지역(콜로라도 주, 몬태나 주, 

유타 주, 와이오밍 주와 아이다오 

주에 소재한 한 교회)을 주재하는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중남부 지역총회는 이번 감독선

거의 적법성에 관한 네 개의 질문을 

담은 청원서를 사법위원회에 제출

하였다. 사법위원회는 이 청원서의 

심의에 관해 “현재 동성애자라고 

밝힌 감독의 선출과 임명에 관해서

만” 심의할 것임을 밝히고, 후보자 

추천, 선거, 선임에 관한 나머지 청

원서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위원회가 청원서에 대한 사법권

이 없다는 이의를 사법위원회 위원 N. Oswald 

Tweh와 Deanell Reece Tacha 등이 공동으로 

제기한 가운데 6대 3의 표결로 결정되었다. 사

법위원회 Beth Capen의 평신도 대체위원 W. 

Warren Plowden Jr.와 사법위원회 위원 Ru-

ben T. Reyes도 각각 동의와 이의를 제기하

였다.

4월 25일 있었던 변론에서, 서부지역총회

의 변호인 Richard Marsh는 Oliveto와 Robin 

Ridenour의 2014년 동성 결혼이 그녀의 성적

인 생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니었

다는 변론을 하였고, 법정은 그의 주장을 기각

하였다.

연합감리교회 장정 304.3조 2702.1(b)항

교단 소식

동성애자 감독 선임은 위법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사법기관에서 동성

애자의 감독선임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법위원회의 제1341 판결문에 

의하면 Oliveto 감독은 행정절차나 사법절

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감독의 직위를 유지

하게 된다.

4월 28일에 발표된 이 판결문에 따르면 “적

법성에 관한 오랜 원칙 하에, 어떤 개인이나 단

체도 교회법을 위반하거나, 무시, 혹은 무효화 

할 수 없다.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의 어떠

한 지역감독회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동성애의 생활하는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위

법이다”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16일, 서부 지역총회는 Karen 

Oliveto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하였다. Oliveto

감독은 덴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Mountain 

의 금지 조항의 취지에 의거하여 “동성관계에 

있는 목회자의 신분과 더불어, 권위 있는 행정

기관에서 발행한 동성 결혼 증명서는 그 사람

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생활하는 사

실에 대한 공식적인 표명”이라는 판결을 내렸

다.

교회법에 따르면 모든 성직자들은 “그리스

도인의 삶의 최고”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는 “결혼에 관한 교회의 정의와 동성애에 대

한 입장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헌신”

을 포함된다. 공식적인 동성애자이며 동성관

계에 있는 감독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에 위

배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성애자임을 밝히거나 

동성 관계에 있는 감독 본인뿐 아니라, 스스

로를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동성애 생활을 하

사법위원회 회의 전 구두변론을 준비하는 Richard A. Marsh
(좌) 씨와  Keith Boyette 목사의 모습

성만찬

연대기관/상임위원보고 회의 모습 남가주 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 부부합창단의 특별찬양

교단일치를 위한 주제토론 모습

사법위원회 시작 전 Karen Oliveto 감독 모습

는 감독의 선출과 임명에 참여한 다른 감독들

과 목회자들도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통

해 교회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

이 감독선출과 임명을 무효화 하거나 감독직

의 박탈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감독의 직책에 

관한 중요한 정의를 할 수 있다.”

사법위원회는 장정에 따른 감독에 대한 고

소 절차의 심의과정을 설명했다. 만약 소송이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에 의해 제기되지 않

을 경우, 총감독회 회장이나 총무가 소

송을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

감독의 자격과 직책을 심의하는 감

사 절차의 과정에 따라, 총감독회는 지

역총회 감독위원회와 논의 하에 “60일 

내에 감독의 모든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감독 자신과 

교단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가장 적절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감독이 “나

이와 상관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허

용한다.

이 안에 대한 대안이 없을 경우 “지역감독

회 회장이나 총무는 이 사안을 행정적 혹은 사

법적 고발 등으로 회부할 수도 있다”고 판결문

은 끝을 맺었다.

■ 글쓴이: Linda Bloom | UMNS

또한 과거 외부강사가 성경공부를 

인도했던 반면 이번 한인총회는 알버

커키연합감리교회(NM) 김기천 목사

가 3번의 성경공부를 인도했다. 김 목

사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와 교회가, 하나

님의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그 연대를 통해 하나

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거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를 드러내야 한

다고 말했다.

한인총회 기간에 모인 여교역자회에서는 

새 회장단 선거를 하여 강혜경목사(뉴저지연

2017 한인총회: “함께 연대하여 약속의 땅을 걷는 교회” 1페이지에 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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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C 뉴스

연합감리교회 연회안수사역부는 목회 후보자가 

자격 있는 지원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동성애 관련 

교단의 입장 준수를 포함한 모든 자격요건을 살펴보

아야 한다.

이것이 목회 후보자 심사를 할 때 성의 이슈들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 공개적으로 선언한 뉴욕연회

와 북일리노이 연회와 관련된 제소안건에 대해 교단 

최고 사법기관인 사법위원회가 판결한 것이다.

총 9명의 사법위원회 위원들은 4월 25일부터 28

일까지의 봄 회의에서 전 세계 교인들의 주목을 받은 

작년 동성애자 감독 Karen Oliveto 감독의 선출에 관

한 제소를 포함한 7개의 제소안건들을 심의하였다. 

약 200명이 4월 25일에 열린 이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석했다.

이 제소에 관해 사법위원회는 동성애자 감독의 선

임은 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나, 감독은 행정

적 또는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감독의 직

위를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교회법에 따르면 연합감리교회의 목회 후보자와 

안수사역을 위한 자격요건 중의 하나는 “결혼생활에

서는 배우자에게 충실하며, 독신일 때는 성생활을 하

지 않으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법위원회는 뉴욕연회 감독의 결정문에 관련된 제1343 판결

문과 북일리노이 감독의 결정문과 관련된 제1344 판결문 모두에

서 “연회안수사역부는 2012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따라 모든 지원

자들이 안수사역을 위해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확인했다.

본처목사, 협동 회원, 준회원 그리고 연회 정회원의 항목에서 

후보자의 “온전한 요건”은 성 이슈를 포함하여 목회사역과 관련

된 모든 조항들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안수사역과 자격을 심사받고자 하는 후보

자들은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며, 거부가 되는 것은 온전한 심사의 

결과에 따른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

뉴욕 연회에 관한 판결은 2016년 10월 사법위원회 안건목록

이었던 감독의 결정문에 관한 제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제

1343판결문은 6월 연회에서 제기된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현재는 

은퇴한 Jane Allen Middleton 감독이 사법위원회에 판단을 의뢰

한 것이다.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교역자들은 “사역 후보자로 허입 

사법위원회 두 번째 판결: 
교역자 모든 자격요건 검토

할렐루야!
주 안에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동북부 목회자가족 여름 수련회 소식
을 나눕니다. 올 여름 목회자가족 수련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숨, 우리의 쉼”
입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Vermont에서 함께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며 쉼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기간에는 
버몬트와 인접한 캐나다의 몬트리올 시 관광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
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  2017년 7월 17일(월)~7월 20일(목)/ 3박 4일
 장소:  버먼트 한인 연합감리교회(배상철 목사) 130 Maple St. Essex Junction, VT 05452
 숙소:  The Essex Resort & Spa(https://www.essexresortspa.com)
 강사: 조성호 박사(서울신대 교수, 기독교 리더십/영성신학)
 등록은 선착순 100명(자녀포함)으로 마감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웹(KoreanUMC.org)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동북부 목회자가족 여름 수련회

연합감리교회 공보부(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는 연합감리교
회의 한인 목회자의 정보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
고 있습니다. 
한인 목회자 중 새로운 파송을 받으셨거나, 주소와 이메일 등 개인 정
보의 변동이 있으신 목회자께서는 새로운 정보를 615-742-5765나 
KUMC@umcom.org로 알려주시면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업데이트를 통해 교단의 소식이나 정보 및 기타 리소스를 신속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2017 한인 목회자 및 
한인연합감리교회

정보 업데이트 

될 수 없으며, 교역자로 안수를 받을 수도 없으며, 연

합감리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파송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정의한 장정 내 304.3 단락은 연회안수사

역부가 “스스로 공개하는 진술서를 묵과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결문은 전하고 있다.

Sally Dyck 감독에 의한 법의 판단을 수정한 북일

리노이연회 관련 판결은 “깊이 있고 폭넓은 영역의 

주의 깊고 철저한 심사와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안

수사역부의 임무를 강조했다. 오직 철저한 심사를 거

친 후에 “규율 기준에 맞는“자만이 안수사역 후보자

로 연회 목회자회의에 추천될 수 있다고 사법위원회

는 말했다.

봄 심의안건의 다른 판결들로 사법위원회는 2016

년 Lancaster, Pennsylvania에서 열렸던 동북부지역

총회로부터 제출된 감독의 결정문을 승인했다. “지역

총회 감독회가 교회의 공판을 멈추도록 하는 “Stop 

the Trials” 안건은 논의 수정되어 “무제”로 7월 14일 

대의원들에 의해 승인되었었다.

사법위원회는 이 사항이 “무효이며 효력이 없다”

고 판결한 Mark J. Webb 감독의 결정을 인정했다.

“지역총회들은 장정을 무효화하거나 무시하고 반

대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한도에서 현실적인 요구의 

결의안들을 승인하거나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타낼 자유가 있

다”고 사법위원회는 제1340 판결문을 통해 말했다.

“그들은 교회법 위반을 독려하거나 또는 교회법 적용을 못 하

게 하는 결의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사법위원회는 동북부지역총회에서 받아들여진 “무제 결의안”

이 “헌장과 장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임을 판결했다.

■ 글쓴이: Linda Bloom | 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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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소식

연합감리교회 최고사법기관이 동성애자 

감독 선임을 위법으로 판결한 후에도 Karen 

Oliveto 감독은 Mountain Sky 지역 감독으

로 있다.

사법위원회 제1341판결문에 따르면 행정

적 또는 사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감독은 “그 직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명확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주 스

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에게 주신 소명의 사역을 제가 계속할 수 있

게 된 것과 공동체가 지지해준 것, 그리고 다

시 Mountain Sky 지역으로 돌아가 그곳의 목

회자들과 평신도들과 사역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여깁니다”라고 Oliveto감독은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에 전했다. 그녀는 

댈러스에서 열린 총감독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 판결은 혼동과 함께 특별위원회 Way 

Forward가 화합의 길을 찾기 위한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희망

으로도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특별히 이 재판과 

인간의 성에 관하여 연합감리교회로 퍼지고 

있는 이견들과 조급함 그리고 불안감 등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총감독회 회장 Bruce R. 

Ough 감독은 말했다.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안도하고, 혼동 

또는 공포를 느끼는 모든 이를 위해 우리는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는 말

했다.

미국 서부지역총회는 2016년 7월 16일에 

Oliveto목사를 감독으로 선임했다. 그녀는 

콜로라도, 몬테나, 유타, 와이오밍 주 그리고 

아이다호 주의 한 교회를 포함한 Mountain 

Sky 지역을 주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심

어주셨고, 우리는 그곳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Oliveto 감독은 말했다.

동성애자 감독의 선출에 대한 청원서를 제

해 노력하는 단체인 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 총무는 Oliveto감독 직위해임이 되

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지역총회에서 강한 지도력을 보이고 있

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재판의 결과로 그녀가 

그녀의 사역에서 물러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이라 보고 있습니다”라고 Matt Berryman은 

블로그에 적었다.

또한, 특별위원회 Way Forward 위원인 

Berryman 씨는 판결이 관련되어 진행할 사

람들과 위원회들의 행동에 따라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들

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서부지역총회 지역감독회 대변인인 대북

서 지역 Elaine Stanovsky 감독은 판결문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우리는 특별위원회 Way Forward가 그

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사법위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감리교인들

이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함께 섬

기기 위한 새로운 길을 특별위원회가 찾을 것

을 믿는다고 처음부터 주장해왔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시에라리온 John K. Yambasu 감독은 사

법위원회가Oliveto 감독의 선임이 위법이라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Oliveto 감독의 즉각 직위해

임으로 마무리되는 것보다, 그에 따른 관리감

독을 위해 서부지역총회 지역감독회로 다시 

일임된 점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녀의 즉각 직위해임은 교단 내의 “더 많

은 상처들”을 만들었을 것이라 그는 말했다.

“이번 판결은 상황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

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줄 것

입니다”라고Yambasu 감독은 말했다.

Africa Initiative의 책임 코디네이터인 

Jerry Kulah목사 또한 판결을 환영했다.

“이 판결은 우리가 한 교단으로서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진 않지만, 우리가 교역자로

서 우리의 헌신을 위한 책임감을 확실히 갖도

록 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라고 총회 대의

원이었던 Kulah 목사는 말했다.

그는 아프리카 해외지역총회가 전세계 많

은 연합감리교회들과 함께 사법위원회의 일

과 총감독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왔다고 

적었다. 이번 달 초에 기도와 금식을 선언한 

Africa Initiative는 2012년 총회 전에 구성

된 아프리카 교역자와 평신도의 비공식 모임

이다.

그리고 비록 세계의 많은 연합감리교인들

이 성문제와 다른 이슈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

더라도, 모든 이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

께 잘 조화되어 일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

다고 말했다.

Kulah 목사는 판결이 어느 정도의 명확성

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 Way forward

있습니다”라고 캘리포니아-태평양 연회를 

주재하고 있는 Hagiya 감독은 말했다.

동성애에 관한 현 교단의 가르침을 옹호하

고 있는 두 단체는 서부지역총회가 Oliveto 

감독에 대한 고소들을 끝까지 심의할 것이라

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판결문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연

합감리교회가 깨졌음을 확인해줍니다”라고 

Good News의 회장인 Rob Renfroe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에게 말했다.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는 서부지

역총회 지역감독회가 신속하고 진실되게 처

리할 것이라는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

습니다.”

만일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특별위원

회 Way Forward는 “우리가 최소한 서로 다

른 두 교회이며, 우리를 묶을 수 있는 어떠한 

타협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

지만) 이것은 전진하기 위한 방법이 되지 못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사법위원회에서 Brewster를 변호하고 과

거 사법위원회 위원이었던 Keith Boyette 목

사는 판결이 나올 당시 테네시 주, 멤피스 시

에서 열린 Wesleyan Covenant Associa-

tion 모임에 참석 중이었다. Boyette 목사는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의 신임 회

장이다.

동성애에 관한 현 교회의 가르침을 기독

교 정통교리로 인정하고 있는 이 단체는, 이 

법들이 바뀔 경우 교단의 분리에 대해 준비

해야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지난 10월에 발

표했다.

Boyette 목사는 동성애자의 혼인증서 같

은 공문서가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

는 것과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을 사법위원회가 확인한 중요

성에 대해 강조했다.

동성애 관련 교회의 가르침을 바꾸기 위

혼동, 희망과 함께 전해진 판결

4월 28~29일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모임에서 논의 중인 Keith Boyette 목사의 모습. Boyette 
목사는 이 협의회의 신임 회장이다.

▶ 5페이지에 계속

출한 중남부지역총회 평신도 대의원인 Dixie 

Brewster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사법위원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연합감리교인으로서의 미래를 

결정하는 명확하고 신실한 방향을 제시해줍

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Oliveto 감독이 직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교단이 허

용한 공평한 절차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했

다. “제가 바라기는 Oliveto 감독이 직위를 

내려놓음으로 교단 내 더 이상의 분열을 만들

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Brewster는 말했다.

서부지역총회 감독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

번 판결이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받

아들이는 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전했다.

“사법위원회가 Oliveto 감독의 사역을 위

한 자격요건에 대해 심의할 것을 지시한 가

운데, 서부지역총회는 이미 그녀의 선출 이

후 제소된 고소들에 대한 심의과정 중이었

다. 이 과정은 우리 장정의 법조문에 따라 이

어질 것”이라고 지역

감독회는 말했다.

서부지역총회 감독

회 회장이며 특별위

원회 Way Forward의 

위원인 Grant Hagiya  

감독은 지역감독회가 

Oliveto 감독에 대한 

고소들에 대해 “실사”

를 통해 심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우리는 회피하거

나 교단의 규칙을 거

역하려는 것이 아닙니

다. 우리는 제소된 고

소들에 대해 장정에 있

는 모든 절차를 따르고 

4월 30일 댈러스에서 열린 총감독회 모임에서 Mountain Sky 지역 Karen 
Oliveto 감독과 북일리노이 연회 Sally Dyck 감독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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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서비스에 말했다. 그는 이 위원회 진행을 

맡은 3 감독들 중 하나이다.

이 위원회는 교착상태에 빠진 동성애 이

슈의 방안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개체교회

의 활성화와 교단의 선교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

원회의 위원들은 “결정권과 책임감을 위한 

명확한 과정들을 가진” 보다 간단한 구조

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버지니아 주

Herndon에 있는 Floris 연합감리교회 담임

인 Tom Berlin 목사는 위원회가 “보다 간

단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

고 말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아주 더 복

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보다 간단한’ 그리고 ‘긴밀함을 

푼다’ 등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그

는 말했다.

Berlin 목사는 그의 경험에 따르면 연합감

리교회가 다른 관점들로 인한 긴장감을 좋아

하는 교단이라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또한 어떤 것들이 위원들을 연

결 시켜주는 지에 대해 얘기했다. 위원들은 

교단의 교회신앙연구위원회 위원장이며 연

UMC 뉴스

특별위원회 교단의 구조변경 논의

말했다.

Matt Berryman는 Lambrecht 목사의 이

러한 평가에 동의했다. “우리가 고려하는 것

은 동성애자에 관한 신념과 행동을 획일화해

야 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갈등 속에서 연대

의 긴밀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라고 Ber-

ryman은 말했다.

Upper New York 연회의 Scott Johnson

은 “연대의 긴밀함을 푼다”라는 아이디어에 

휩쓸려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우리가 아직도 연대된 연합감리교

회가 가능하다고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화

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9개국 출

신의 목회자와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Berryman을 포함한 3명의 위원들이 동성애

자라고 밝힌 이들이다. 또한, 이 위원회에는 

동성결혼과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회자를 금

하는 교단의 방침 유지를 오랫동안 주장해온 

Lambrecht 목사와 같은 이들도 있다.

“우리는 세계적인 교단의 서로 다른 의견

들을 용납하는 새로운 형태와 구조 찾는 교단

에 대해 지극히 관심을 가지는 리더들을 도울 

새로운 태도들의 모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플로리다 연회 Ken Carter 감독은 뉴

32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Way For-

ward가 위원회의 이름과 같이 앞으로 나아

가기 위해 동성애 이슈로 골이 깊게 나누어

진 교단이 미래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논

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교단의 미래는 현재 연합감리교회가 운용

되는 형태와 아주 많이 다를 수 있게 될지 

모른다.

“서로 알아가고 그룹들을 세워가는 미

팅을 한 후 특별위원회는 교단이 앞으로 나

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그 주어진 임무에 

이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라고 짐바브웨 

Mutare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아프리카대학 

학장이며 위원회 멤버인 Mazvita Machinga

는 말했다.

“위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

을 것이라는 높은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그

녀는 덧붙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온 위원들로 구성된 특

별위원회는 그 3번째 회의를 워싱턴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건물에서 4월 6일부터 8일까

지 가졌다. 이번 회의도 지난 2번의 회의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출입이 제한되었다.

많은 연합감리교인들이 동성애를 죄로 여

기거나, 또 다른 많은 교인들은 동성애자들

을 차별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보는 관점들

이 있는 가운데, 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승인한 이 특별위원회는 세계적인 교단이 되

는 새로운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다.

Thomas Lambrecht 목사는 이 논의를 퍼

즐을 맞추는 것에 비유했다. 이 위원회는 모

든 조각들을 테이블에 펼쳐놓은 후 어떻게 

조각들이 맞추어 질 것인가 알아내려 노력하

고 있다. 여기서 어려운 부분은 바로 퍼즐을 

맞추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전체 그림이나 

도표가 없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교단 내에 오래된 갚은 골이 있다

는 것과 교단의 여러 부분이 긴밀한 연대 속

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래서 우리는 연대의 긴밀함을 풀어주는 길

을 찾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될지는 아

직 알지 못합니다”라고 Lambrecht 목사는 

4월 6~8일, 워싱톤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Way Foward의 소그룹 논의 모습(사진: Maidstone Mulenga)

합감리교인들이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는지

를 특별히 부각시킨 휴스턴 지역 Scott Jones 

감독의 발표를 들었다.

그가 속한 교회신앙연구위원회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 연합감리교인들이 어떻

게 이해하는지를 알아보는 “놀라움, 사랑, 그

리고 찬양(Wonder, Love and Praise)”이라

는 문서를 만들었다.

Jones 감독은 위원들에게 연합감리교인들

을 묶어주는 3가지 독특한 신념들에 대해 상

기시켰다.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변화”시키고, “공

동체를 창조”한다고 믿는다.

플로리다에서 온 Alice Williams 위원은 

Jones 감독의 발표가 그녀에게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앞으

로 나아가며 저에게는 그러한 세 가지가 나의 

시금석들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위원회의 이번 회의는 교단의 첫 공개 

동성애 감독인 Mountain Sky 지역 Karen 

Oliveto 감독의 지난여름 감독선거와 관련된 

교단 최고법정인 사법위원회의 심의가 한 달

도 남지 않은 때에 모인 것이다.

위원들은 사법위원회가 어떻게 판결하든

지 그들의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진행 위원들은 사법위원회의 심의에 관

한 성명서를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스위스에서 온 David Field 위원은 사법위

원회의 판결을 현 장정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특별위원회는 장정을 변

경 가능한 시각으로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 싸우며 소모한 시간

과 힘을 선교에 집중할 수 있게 교단을 풀어

주는 긍정적 전진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

지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특

별위원회의 제안들이 실현되려면 총회 대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감독회는 

2019년 특별총회 소집을 고려하고 있다.

■ 글쓴이: Heather Hahn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가 “계속되는 화합의 확립과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세계적 감리교로의 발전”을 위해 총

회에 제출할 제안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고 믿는다.

특별위원회 Way Forward 회의진행자 중 

하나인 플로리다 연회 Ken Carter 감독은 판

결을 “중요하다”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그는 

이 판결이 위원회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

지 않았다.

“저에게 특별위원회의 사역은 좀 더 전체

적이며, 많은 다른 반응들을 망라하는 나아

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찾는 긴 기간의 일

이고, 개인이나 관리적인 이슈들에 관해 집

중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Carter 감독은 

말했다.

“이는 중요한 것이고 저는 이것을 평가절

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잠깐 

동안만 중요한 것입니다. 2019와 2020 총회

가 실지로 교단을 재정립하고, 동성애의 양쪽 

이해들에 대해 교단의 입장을 확립하는 때입

니다”라고 그는 사법위원회 판결에 대해 말

했다

서부지역총회 지지를 간단히 서술한 알래

스카 연회 평신도인 Lonnie Brooks 씨는 이

를 다르게 본다.

“저는 이 판결이 특별총회가 열릴 때 특별

위원회가 총회에 교단분리의 계획을 제안하

는 압박을 심화시킬 것이라 완전히 확신합니

다”라고 Brooks은 말했다. 이에 관한 사법위

원회의 심의가 있었던 같은 날, 총감독회는 2

월 23일부터 26일까지 St. Louis 컨벤션 센

터에서 열릴 특별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교단 내의 포용을 주장하며, 평신도 서

신 작성을 주도한 Irene R. DeMaris 씨는 

Oliveto 감독선출의 순간을 “거룩함”이라고 

묘사했다.

“지금 제가 판결에 대해 생각하자면, 저는 

실망했지만 서부지역총회 지역감독회가 계

속 Oliveto 감독과 함께해 줄 것이기에 희망

적입니다. Oliveto 감독은 1년이 채 되지 않

는 기간에 아주 훌륭한 감독임을 스스로 증

명했고, 교단은 그녀의 선지자적인 간증이 필

요합니다.”

■ 글쓴이: 글쓴이: Kathy L. Gilbert | UMNS

혼동, 희망과 함께 전해진 판결  4페이지에 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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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leyan Covenant Association이 이러한 비슷한 단체들

과 다른 점은 교단에 의존하기보다 회비를 받아 운영한다는 것

이다. 이 협의회의 멤버들은 또한 믿음의 고백과 도덕적 원칙

을 약속해야 하며, 이 협의회를 통해 사역에 협조할 의지를 선

서해야 한다.

지난 10월 시카고에서 공식 발족한 후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은 1,500명의 개인회원과 100개가 넘는 교회가 소

속해 있으며, 총 5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교단 연합감리교회는 약 천 2백 40만 명의 교인이 

있다. 그러나 교단의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교단이 취

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우연히 이 협의회의 Memphis 모임은 기다리던 교단 최고 

사법기관의 판결문 발표 때와 같은 시기에 모였다. 사법위원회

는 4월 28일 동성애자 감독 선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

만 판결에서 그 감독은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감독의 직위

를 유지한다고 했다.

미국 서부지역총회는 2016년 7월 16일 Karen Oliveto 목사

를 감독으로 선임했다. 사법위원회의 제소와 판결에는 Oliveto

의 이름이 특별히 거론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연합감리교회의 

동성애자라고 밝힌 유일한 감독이다.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의 새 회장인 Keith Boy-

ette 목사는 사법위원회에 제소한 중남부지역총회 대의원을 

대표했다. 회장으로서 Boyette 목사는 이 협의회의 첫 유급 임

원이다.

4월 28일 밤늦게 Boyette 목사는 이번 판결에 관해 협의회

의 회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 “저의 주안점은 우리가 교회로

서 그리고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으로서 어디로 가

교단 소식

복음주의 그룹, 다음을 위한 준비들

연합감리교회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리더들이 각자

의 길로 따로 가기는 것을 결정했던 바울과 바나바와 같

은 상황에 있는지도 모른다.

Jeff Greenway 목사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개인적

인 뜻이 다름으로 인해 선교가 틀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잘 알려진 선교의 길을 떠

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지만 우리는 그 후로

는 그에 대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독교 정설의 부분으로 동성애의 행위를 금하는 교

단의 방침을 지지하는 새로 구성된 비공식적 연합감리교

회 그룹인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의 두 번째 

공개모임에서 Greenway 목사는 설교했다. Greenway 

목사는 이 그룹의 리더십 평의회 의장이며, 오하이오 주 

Columbus 시에 있는 Reynoldsburg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이다.

“우리는 교회를 신뢰합니다”라는 주제로 4월 28일과 

29일에 Memphis 시의 Christ연합감리교회에서 모인 이 그룹

의 두 번째 모임에는 약 600여 명의 연합감리교인들이 참석

했다.

이 모임 내내 참석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하

면 될까를 발표한 미시시피 지역 James Swanson 감독을 포함

한 목회자들의 발표를 들었다.

참석자들은 또한 연합감리교회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그룹은 성령께서 이끄신다고 믿는 쪽으로 교단을 끌어갈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우리의 교단이 스스로 

바르게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

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교단이 화합하든지 나누어지든지 간에 알리고 개혁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William J. Abraham 목사는 그가 바라는 것에 대해 노골

적으로 말했다. 그는 교단의 동성애에 관한 가르침에 동의하

지 못하는 연합감리교인들은 그저 교단을 떠나 그들의 교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자신

의 논리를 따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관

해 나가서 탐구하기를 바랍니다”라고 Dallas 시에 있는 남감

리교의 Perkins 신학대학원 웨슬리학 교수인 Abraham 목사

는 말했다.

그는 그의 제안을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것을 선거할 

때 쓰인 용어 “Brexit”을 이용한 “Mexit”이라고 불렀다.

교단은 오래전부터 여러 비공식 옹호단체가 있어왔다. 어떤 

단체들은 교단이 동성결혼과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힌 목회

자를 금하는 것을 끝내려 노력해왔고, 다른 단체들은 반대로 그

것을 지키려 노력해 왔다.

느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총감독회는 동성애와 관련한 큰 분열에도 불구

하고 교단이 화합에 머물며 나아가는 방법을 찾을 임무

를 가진 특별위원회 Way Forward를 구성했다. 총감독

회는 이 특별위원회가 제출할 보고안건을 다룰 특별총

회를 2019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연다고 발표했다.

Greenway 목사는 인간의 성과 관련한 교단의 뜨거운 

논쟁은 “더 깊은 신학적 이견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상”

이라고 말했다.

James Swanson 감독의 설교에 관한 발표와 이어진 

설교는 연합감리교인들의 분열시키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 안의 공통적 신

앙에 대해 집중되었다. “성령에 의한 설교의 본질이란 당

신에 의해서만 설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만에 의해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설교를 시

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너무

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 말씀하시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많은 갈채를 받았다.

시카고와 멤피스에서 열린 이 협의회의 두 모임에 모두 참석

한 Lonnie Chafin는 감독의 발표가 연합감리교단 구조 속의 다

양한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열정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인간의 성에 관한 이견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교회

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 의견만이 요구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까? 만약 15퍼

센트 이상 교인이 줄어든다면 당신의 교회는 얼마나 자립운영

이 가능합니까?” Chafin는 말했다.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Helen Ryde도 방청객으로 

모임에 참석했다.

동성애자들은 처음부터 연합감리교회에 있었고 한 부분이

었습니다. 우리는 품위와 존중으로,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역에 

대한 소명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교단의 한 부분으

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떠나라고 말한 적

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머물러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일리노이 주 Forsyth에 있는 Forsyth 연합감리교회 목사이

며 이 협의회 회원인 Andy Maxwell 목사는 동성애와 관련한 

교단논쟁의 서로 다른 쪽의 사람들을 안다고 말했다. “양쪽 모

두 아주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너무 다른 의견

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큰 텐트 안에 어떻게 함께 머무

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깨지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

다. 그것은 단지 내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라

고 그는 말했다.

■ 글쓴이: Heather Hahn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의 의장인 Jeff Greenway 목사가 테네시 주, 멤피
스 시의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교단의 개혁 필요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 Tim Tanton)

서부지역 목회자가족 수양회는 선배 목사님들께서 지난 40년 가까이 전통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모임이며, 모든 목회자들과 가족들이 나이와 세대 간의 간격을 넘어 뜨
거운 정과 감격을 나누는 서부지역 유일한 모임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각 교회의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 없이는 결코 준비될 수 없는 모임이기 때
문에 각 교회의 물심양면의 후원과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된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광야의 영성”
 일시: 2017년 7월 3일(월) ~ 6일(목), 3박 4일 
 장소: Twin Arrows Navajo Resort, Flagstaff, AZ,  22181 Resort Blvd, Flagstaff, AZ 86004
 회비: 가정당 Tier 1 - $250.00 / Tier 2 - $300.00  
 신청서 제출: 5월 31일 마감 / 6월 이후 등록자는 일괄 $300.00   
 참가비 수표: Pay to “Hyesung Kang”  
 신청서와 회비: Rev. Gyu Hyun Kim,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서기: 김규현 목사 / iroonawoo@gmail.com / ☎ 510-990-4889 
 등록확인 및 문의: 부회장 권혁인 목사(510-529-9109) 및 총무 유제성 목사(408-963-9517)

2017 서부지역 목회자가족 수양회

6 May 2017



올해로 4기를 맞이

한 목회자학교가 새

로운 참가자를 모집

합니다.

목회자학교는 신학 

과정을 마치고 목회 

현장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재교

육의 기회를 제공

함으로 개인적으로

는 영적 재 충전을, 

그리고 목회 현장에

서는 신실함(faith-

fulness)과 효율성

(fruitfulness)이 배양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에서 주관하고 한

인목회강화협의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학교는 2년 동안 일주일씩 모두 4 학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특히,한인 교회를 목회하

시는 분 뿐 아니라 타인종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 여성 목회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

립니다. 

등록정보

 학비: 없음(단,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지원자는 2년 동안 4학기를 모두 참여해야 함)

 신청서류: 자기 소개와 지원 동기를 담은 글(각 1페이지)

 신청마감: 2017년 6월 30일

 연락처: 류재덕 목사(jaedlew@gmail.com / 818-792-0538)

   박석만 목사(holypsk@hotmail.com / 732-963-7570)

제4기 목회자학교 각 학기의 일정과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소는 정해지는 대로 공고 될 예정)

 1학기 2017년 9월 25(월)~29(금) 

주제: 예배와 설교 클리닉(효과적 커뮤니케이션, 글쓰기, 자기다운 설교) 

 2학기 2018년 1월 29(월)~2월 2일(금) 

주제: 교회와 소명, 제자를 세우는 목회(교회의 존재이유, 소명 이야기, 사람의 need, 재

자훈련 등) 

 3학기 2018년 9월 24일(월)~28일(금) 

주제: 건강한 교회, 목회 위기, 목회자의 성격유형(목회 위기관리, 소그룹, 신방, 목회계

획 등) 

 4학기 2019년 1월 28(월)~2월 1일(금) 

주제: 목회자의 영성개발과 자기관리(목회자 영성의 기초, 자기관리와 말씀묵상, 가정생활) 

자세한 정보나 등록신청서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웹(www.KoreanUMC.org)을 참조하세요.

전국에 계신 한인여선교회 

회원들께,

부활의 주님께서 섬기시

는 교회와 가정에 사랑과 

평화로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에서는 한인여선교회의 지

도자 양성을 위한 ‘2017년 

전국지도자훈련’에 전국에 

계신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을 아래와같이 초대합니다.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된 전국지도자 훈련은 올해 23주년의 청년의 나이가 되었고,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또

한 아시아에 선 전도부인 선교사역을 미국 여선교회 본부와 함께 실시하여 그분들도 기독여

성지도자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국에 

계신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목사님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

각합니다. 

올해에도 2세 Young Women을 20명을 초대하여 함께 전국지도자 훈련을 갖고자 합니다.  세

대를 넘어서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기 위한 

전국 지도자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여선교회

를 향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독여성지도자들이 되길 원합

니다.  또한 어머니와 딸을 함께 초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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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즈 50%를 훈련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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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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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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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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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정보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학교

제4기 목회자학교
등록 안내

2017 한인여선교회
전국지도자훈련 안내

2017 중북부 총회 및 가족수련회
금년도 중북부 총회 및 가족수련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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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우민혁 목사(mhwoo21@yahoo.com 혹은 224-633-8002)

작년 총회의 결정으로 올해는 알칸소 주에 위치한 Eureka Springs으

로 중북부 총회 및 가족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 내 성지순례의 장소로 불리는 이곳에는 성경
박물관, 성막, Holy Land, Passion Play, Parade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
서 가장 큰 예수 수난 야외극장은 어린 자녀들에
게 아주 소중한 경험으로 평생 간직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
들에게 특별한 쉼과 배움 그리고 경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연합감리교 중북부 한인총회 회장 정건수 목사
자세한 정보는 www.KoreanUMC.org의 <2017 중북부 총회 및 목회
자가족수련회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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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주 리우드의 세인트폴신학대학원(Saint Paul 
School of Theology)에서는 매 3년 주기로 연합감리
교회 목사 안수과정 필수과목인 연합감리교회 역사, 
장정 등을 여름학기 강좌로 개설,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강의는 "연합감리교회 교회사" (The United 
Methodist History)로 7월 31일(월)부터 8월 4일(금)까
지 진행될 예정이다.

매년 20여 명 이상의 한인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강좌는 Saint Paul 신학대학원의 공식 개설과목으
로, 필요한 경우 타 신학교의 해당과목 학점이나 연회
의 연장교육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
은 세인트폴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인 전영호 박사
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메일: younghchun@spst.edu, 전화 913-253-5010(Office), 913-909-1880(cell phone)

 과목: 연합감리교회 교회사(The United Methodist History)

 강사: 김민석 목사(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Ph.D candidate, adjunct faculty)

 일시: 2017년 7월 31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장소: The United Methodist Church of the Resurrection(13720 Roe Avenue, Leawood, KS 66224)

 수업료와 활동비: $ 1,160(숙식별도)

 등록마감: 2017년 6월 30일까지

자세한 안내는 www.koreanumc.org 2017 Saint Paul 신학대학원 한국어 강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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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장: 임주연 | jkim@umcom.org

RESOURCES

2017 Saint Paul 신학대학원
한국어 강좌 안내 2017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

중앙 아시아 여선교회 지도자훈련

5월 4~6일, 우소도베, Kazakhstan

2017 전국지도자대회

5월 26~28일, Honolulu, HI

서부지역 목회자 협의회 가족 수양회

7월 3~6일, Flagstaff, AZ

중북부 총회 및 목회자가족수련회 

7월 10~13일, Eureka Springs, AR

동북부연합회 목회자가족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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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총회

8월 7~10일, 시카고, IL

2017~2019 제4기 목회자학교

9월 25~29일, 장소 미정

2017 한인여선교회 전국지도자 훈련

9월 28일~10월 1일, Nashville, TN

2017 청년학생선교대회/ 2030 Conference

11월 22일~25일, Chicago, IL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 선교는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미국에 이어 해외 선교사 파송 2위 국
가가 되었다.

한국 선교, 이대로 좋은가?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해외 선교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 선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 선교 자료들은 얼마나 많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
교사를 파송하고 있는지, 얼마의 선교 헌금을 보냈고, 얼마
나 많은 건물을 지었는지에 대한 후원 교회들의 통계나 선
교사들의 활동 보고들이 대부분이다.”

한국 선교의 양적인 성장 이면에 있는 질적인 성숙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성찰, 그리고 현지인들의 필요에 대한 경청
과 대안 수립이 안타깝게도 빠져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저자
들은 현지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한국 선교의 현주
소를 면밀히 규명하고 선교학적 관점에서 모범적 선교 모델
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나간다. 또한 과거 아시아 선교 역사

를 찬찬히 돌아보게 함으로써, 한
국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밝히 비춰 준다.

공동저자인 신경림, 박창현, 이덕주 교수는 웨슬리신학대학
이 후원하는 ‘아시아 선교탐사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2008
년부터 한국 선교에 대한 총체적 검토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부터 4년 동안 터키, 인도, 몽골,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시아권 위주로 방문했지만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다른 나라의 사례도 필요에 
따라 책에 포함했다.

세계 각지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비롯해 그들과 함께 
사역한 현지 교회 지도자, 목회자, 신학자들을 인터뷰하면
서 한국 선교의 한계와 전망을 짚었다. 이 책은 이처럼 공
동 연구한 결과를 각 저자의 전공 지식과 융합해 하나의 책
으로 엮은 것이다.

선교 강국, 한국 선교 긴급 점검
출판: 홍성사
저자: 신경림/ 박창현/ 이덕주

8 May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