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를 맺고 돌아

올 수 있었던 점

입니다. 

실행은 2016

년 1월부터 시작

됩니다. 벌써 나

눔과 신뢰, 그리

고 동반성장을 기

대해 봅니다. 연

합감리교회의 기

본제도는 파송과 

순회목회입니다. 

도울 수 있을 때 

서로 돕는 것, 그

것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크게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합감리

교회라는 한배를 탄 동료 목회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도울 

수 있을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

을 것입니다. 이 

모임이 서부지

역을 넘어, 중부, 

동부지역으로 확

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인목

회를 넘어 타인

종 목회, 그리고 

전체 연합감리

교회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각 교회가 서로 실제적으로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협력하여 확대해 갈 수 있게 되

기를 소망해 봅니다.

PIM(Partners In Ministry), 동역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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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만남

Partners In Ministry(PIM)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

까지 3일간, 13

개의 중대형 교

회와 13개의 작

은 교회 목회자

들이 LA주님의

교회에 모여 귀

한 만남을 가

졌습니다. 모임

의 공식적인 명

칭은 Partners 

in Ministry로, 

서부지역 한

인목회위원회

(Western Jurisdiction Korea Ministry Council)에서 김웅민 목

사(서부지역 한인목회 코디네이터)의 제안으로 결의되고, 한인

목회강화협의회에서 지원하여 처음 시행하게 된 모임입니다.

모임의 목적은 연합감리교회의 서부지역 내에 속해 있는 한

인 교회 중에서 중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를 일대일로 연결하

여, 중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를 3년간 지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를 확장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는 매

월 $1,000씩, 총 $36,000을 지원하고, 강단을 교류하는 것과 멘

토링 및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비록 중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에 재정을 지원하지만, 협약의 목적은 결코 구제가 아니기

에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함께 고민하

며 목회자 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모임의 하이라이트

는 결연을 맺은 교회들이 각자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지

를 협의하고, 협약서를 씀으로 두 교회가 마치 자매결연이 맺

어진 교회처럼 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모임이 감사

했던 것은 제가 그동안 참석했던 어떤 모임보다도 분명하게 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를

함께 양성한다.

연합감리교인들은 전국각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랑
하시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학생주일에 모금된 헌금으로 학교를 선택해 갈 수 있
는 능력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을 섬긴다. 여러분의 헌금은 이러한 학생들이 신앙과 
지식을 겸한 삶을 준비해 가는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Ricky Blue와 같은 양성되는 교회지도자
중독자 부모를 둔 Ricky Blue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자랐다. 그
러나 루이지애나 Luling 연합감리교회 가족들이 Ricky를 위해 4천
불의 대학자금을 모금했을 때 그의 희망은 다시 살아났으며, 연합감
리교회 학생주일에 드리는 헌금으로 조성된 Gift of Hope Scholar-
ship이 Ricky와 같은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
다. 현재 Ricky는 일리노이-그레이트리버스연회의 인가받은 안수 
사역 후보자이다. 

우리는 재능 있는 교회지도자들을 함께 길러낸다
Judson대학의 연합감리교회 학생인 Zack Conover는 우리가 헌금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정리하였다.
“만일 연합감리교회 학생주일의 저이자 융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도 저는 대학에 다닐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저
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상
상 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학생주일 헌금을 하시려면 아래 주소를 참고하세요.
Send checks to: GCFA
P.O. Box 340029
Nashville, TN 37203

2015년 연합감리교회 학생주일(United 
Methodist Student Day Sunday)은

11월 29일입니다

안정섭 목사 | 감람연합감리교회, HI



건의 비교적 간단한 수정이다.”라고 말했다.

“Plan UMC Revised”는 연대사역협의회

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일부 기관의 업

무를 감독하는 총회전략감리협의회의 개설

하는 안건을 삭제했다.

사법위원회는 총감독회가 Plan UMC Re-

vised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입장이 아님을 

밝히며, 2016년 총회의 “보다 나은 진행을 

위한” 판단 요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사법위

원회는 이 요청은 적법하지만, “Plan UMC 

Revised”가 적법한 청원인지 판단하는 것을 

서두르면 같은 이슈로 제안될 상반되는 법안

들과의 민감하고 중요한 심의 부분에 관한 

본안이 있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만일 청원안들이 더 제출되면, 총감독회

는 이 안건들을 “위헌 여부의 판단”을 위해 

위원회에 보낼지를 결정하고, 사법위원회는 

그 사안들과 관련된 다른 그룹들로부터 소견

서를 받게 된다. “그런 다음에 사법위원회는 

위원회의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번 위

헌 여부 판단의 요청과 다른 요청들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고 이번 결정문에서 말했다.

사법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 총회 바로 전

인 5월 6일부터 9일까지 포틀랜드에서 모일 

예정이다.

다른 판결들

추첨을 통해 연합감리교회 총회와 필리핀

해외지역총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

한 필리핀북서부연회 사례의 판결은 위원회

의 2016년 10월 회기까지 연기되었다. 사법

위원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Pedro M. 

Torio Jr. 감독이 내린 결정의 선출방법이 유

효하게 된다. 사법위원회는 선출방법의 자

세한 설명과 법의 결정을 위한 요청을 요구

한다고 Decision 1305 판결문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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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Plan UMC Revised’ 검토 유보

연합감리교회의 기관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하여 발의될 안건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5월까지 유보되었다.

이 특별한 청원안의 판단과 관련하여 연

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는 Decision 1303 에

서 절대적인 입법 기관인 연합감리교회 총

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언급했

다.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내년(2016) 5월 10일에서 20까지오

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개최된다.

사법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

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위원회

의 이러한 조기 결정이 “청원안의 법적인 승

인의 위치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른 청원안들도 “또한 합

헌에 관한 조기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하였다.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에서 나온 이 검

토 요청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세인트

루이스 공항 힐튼 호텔에서 열린 교단 최고 

법원의 가을 정기회의 안건 중에 있었다.

원안인 “Plan UMC”는 플로리다주 탬파

에서 열렸던 2012년 연합감리교회 총회 때 

대의원들에 의

해 승인되었으

나, 사법위원회

가 총회 마지막 

날 위헌을 선언

했다. 원안 작

성의 배후에 있

던 대의원들 중 

6명이 이번 위

헌 여부를 판

단하는 심사에

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이 개

정안을 만들었

다. 이 개정안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있는 

가운데, “Plan UMC Revised”가 위원회에 제

출되었다.

10월 21일 구두 설명회에는 총감독회에서 

Gregory Palmer 감독이 청원자로 나왔으며, 

Clayton Oliphant 목사와 Lonnie Brooks 목

사는 피항소자로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 발

언했다. 사법위원회의 구두청문회 관행에 따

라 응답자 또는 청원자가 자기들의 할당 시

간을 나누기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상대편

에서 발언은 할 수 없다. 이번에도 그런 경

우는 없었다.

Oliphant 목사는 사법위원회가 교단 기관

들의 구조조정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

니라, 이 개정안이 적법한 옵션인지 아닌지

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 받은 것이라고 말했

다. 원안인 “Plan UMC”와 비슷하게 개정된 

“Plan UMC Revised” 안은 사법위원회의 지

난 판결인 Decision 1210에서 지적한(Plan 

UMC의) 위법사항들이 수정되었습니다”라

고 그는 위원회 회원들에게 말했다. Oliph-

ant는 또한 이 새로운 청원안은 “연합감리교

회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로 통과된 안

사법위원회는 또한 필리핀북서부연회에

서 안수 사역자나 정회원이 대의원으로 선택

되거나 선출되기 위해서는 선출하는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법권

의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법위원회

는 또 다른 사례인 중앙필리핀연회 지역감리

사 사례의 경우도 사법권의 관할구역이 적용

되지 않음을 판결했다.

사법위원회의 다른 결정들

• 감독이 목회자 파송에 앞서 지방감리

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 알

칸사연회와 관련한 Decision 1307에

는 감독들은 다른 이들과의 협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 인허 본처목사의 허가취소의 과정과 

관련해 이것은 법의 판결이 요구되는 

적절한 의뢰가 아니므로 “고려할 가치

가 없고 가상적이다”라고 결정한 북조

지아연회 B. Michael Watson 감독의 

결정을 확인했다.

• Minerva Carcaño 감독에게 제출된 캘

리포니아-태평양연회의 규정과 구조에 

관한 의뢰는 법의 결정이 요구되지 않

는다고 동의했다.

• 리오텍사스연회의 개정된 조직계획이 

헌법과 2012 장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는 James Dorff 감독의 판결을 확인

했다.

두 명의 사법위원회 멤버들이 세인트루이

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위원회의 선출

된 예비 멤버 두 명이 대신 참석하였다. Beth 

Capen을 대신해 Randall Miller가, J. Ka-

bamba Kiboko 목사를 대신해 Tim Bruster 

목사가 참석하였다.

Linda Bloom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

2 November 2015



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도움과 지원을 상호 

동의와 이해 속에서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서로의 헌신과 책임을 다

짐하였습니다. 

목회 파트너십을 통한 동역목회를 추구하

는 PIM의 비전은 올해 2015년부터 연합감리

교회 서부지역 한인목회 코디네이터로 사역

을 시작한 김웅민 목사님의 비전으로부터 시

작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이미 현역목회에

서 물러나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지

역 한인교회를 돌보고 목회자를 돕고 지원하

는 코디네이터 직을 무보수로 기꺼이 자비량 

선교사가 되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

운 목회를 무사히 마치고 은퇴하여 이제 편히 

쉴 때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일까?’ 

스스로의 물음 속에 ‘목회하는 동안 나는 교

회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은 사람이기에 이제

는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

는 마음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목회 파

트너십인 PIM의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는 김 목사님의 고백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

가왔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서부지역 한인목

회위원회 의장인 Minerva Carcaño 감독님의 

적극적인 격려와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 장학

순 목사님과 김한성 목사님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KUMC 소식

PIM(Partners In Ministry),

동역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꿈꾸며...

얼마 전 한 은퇴하신 목사님과 점심을 함

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

아오는 길에 흘리듯 내뱉으신 목사님의 말

씀이 내내 마음에 여운처럼 맴돌았습니다. “

목회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다.” 평생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하신 목사님의 고백은 외롭고 

힘든 목회의 여정에 길을 동행하며 함께 걷

는 동역이 얼마나 필요하고 귀한 사역인가

를 역설적으로 잘 반증해 준 것입니다. 목회

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의 사

역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

나님께서 파트너쉽인 동역을 통해서 일하신

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LA

에 소재한 남가주주님의교회에서 제1회 

PIM Conference(Partners In Ministry Con-

ference)가 열렸습니다. 13개의 중대형교회

와 13개의 작은 선교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동역목회의 꿈과 비전을 나누었습니

다. 비록 섬기는 개체교회는 달라도 그리스

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로서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여 서로 돕고 배

우며 성장해 나가는 PIM(Partners In Minis-

try), 목회 파트너십을 통한 동역목회의 새

로운 패러다임의 실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PIM은 지금까지 단순히 큰 교회가 작은 교

회를 선교헌금 방식으로 돕는 그런 일방적

인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존중의 관계 속에

서 목회자와 회중이 함께 돕고 배우며 동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건강한 동역목회를 추

구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대형교회와 작은 선교교회

가 일대일 파트너십을 통한 자매결연을 맺

어 목회자의 상호방문으로 강단을 서로 교환

하고 영성프로그램과 교회사역을 함께 교류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목회자와 평신

도 간의 코칭이나 멘

토링의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서로를 돕

고 격려함으로 영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

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회 파트너십을 바

탕으로 한 가시적인 

동역의 열매로 중대

형교회가 작은 선교

교회를 3년간 재정

적으로 매달 1000불

씩의 선교헌금을 지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헌금은 단순히 교회의 약한 재정을 돕

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영적 성장과 교회

의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위해 쓰여지는 것

목회 파너트십인 PIM의 총무로 제1회 

PIM Conference를 본 교회에서 개최하면

서 저는 선교와 동역을 통해 나누고 베푸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기쁨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건축으로 인한 지게 

된 빚을 매달 약 2만 불씩 갚아야 하는 부담 

역시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재

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빚을 갚고 교회를 안

정적으로 유지해 가는 일이 목회의 가장 우

선적인 일이 되는 상황 속에서 선교를 감당

하고 다른 교회를 돕는 동역의 짐을 지는 것

은 교회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라 주

저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선교와 동역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목회

자가 용기를 내어 담대히 선포하고 온 성도

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성도

의 재정적 헌신이 늘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

흥되는 실제적인 경험을 본 교회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PIM에 참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

고 축복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내년 2016년 1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목회 파트너십인 PIM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선

교하고 함께 동역하여 교회와 성도를 연합

하여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

이요 꿈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연대할 

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큰일을 함께 이루

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PIM의 동역이 작은 불씨

가 되어 서부를 넘어, 중부, 동부 및 전체 연

합감리교회가 함께 선교하고 함께 동역하는 

PIM의 불길이 멀리 퍼져나가기를 소원해 봅

니다. PIM의 물결이 바다처럼 흘러 연합감

리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선교와 동역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

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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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교회 소식

한국 음식 문화 축제를 마치고...

지난 10월 24일 제2회 한국 음식 문화 축제

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졌다. 먼저 이 

지면을 통해 참 쉽지 않은 일을 함께 노력하며 

뜻을 모아 주셨던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

사를 드린다.

이 축제의 시작은 우리 연회의 Schol 감독

님께서 Imagine No Malaria 사업과 3년 전 미

국 동부를 쓸고 간 허리케인 Sandy의 피해자

를 돕기 위한 단체인 “Future with Hope”에서 

추진하는 사역을 위한 모금행사 계획으로 시작

되었다. 각 교회가 3년간의 모금액을 정해 그중 

75%는 연회로 나머지 25%는 개체교회의 선교

에 쓰게 된다는 선교의 방안에 따라, 우리 교회

는 10만 불을 모금하여 연회로 7만 5천 불을 보

내고 나머지 2만 5천 불을 우리 교회의 선교헌

금으로 쓰는 것으로 한다는 계획이 구역회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따른 모금 행사로 골프대회와 

한국 음식 문화 축제가 결정되었었다.

2013년도에 이미 전국 지도자대회를 통해 

200여 명의 손님들을 위한 3박 4일 동안의 일

정과 식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는 우

리교회지만, 한국음식 문화 축제는 낮 12시부

터 저녁 7시 사이에 2천여 명의 방문객을 위한 

음식과 전통문화행사를 감당해야 하는, 즉 짧

은 시간에 아주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이 일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민교회의 토요일 낮 행사가 어려운 이유

는 많은 성도님들이 자영업에 종사하여 토요

일에 사업체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토요

일에 참여 가능하신 

분들이 이 일을 감

당해야 하기엔 규모

가 너무 큰 행사였기

에 인력 동원이 가

장 큰 어려움이었다. 

아무리 뜨거운 신앙

에 열정을 가지고 있

다고 해도 생업을 팽

개치고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행사 날짜가 결정되

고 준비 위원회가 만들

어졌다. 먼저 여러 사람

들의 의견을 듣고 행사

의 규모, 일정, 음식메뉴

들이 정해지면서 자원

봉사자 형식으로 일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

다. 지난 2014년에 교구

별로 음식을 만드는 일

을 맡게 되었을 때, 음

식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몇몇 교구가 어려움을 겪었었던 까닭

에, 이번에는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책임을 맡

아 진행하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었다. 물론 행

사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면 이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교회의 다른 봉사보다 재료를 준

비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이 즐거운 

사람은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다. 혹 

음식 만드는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이

라 해도 가족을 위해 작은 양을 기

쁨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가까운 

이들을 위해 열 명, 스무 명의 음식

을 가끔 만드는 정도의 일도 사실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바쁘게 사는 

우리 이민의 삶의 현주소이다. 하물

며 200여 명의 교인이 자원 봉사자

로 참여하게 하는 일과 2,000명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

운 일이 아님은 이민 교회의 리더십들의 이미 

익히 짐작하는 바일 것이다. 

나는 지난해 축제 때는 음식팀만을 맡아서 

일했다가, 금년 2015년 행사는 남편이 준비위원

장을 맡게 되면서 전체 일을 주관하게 되었다. 

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자원 봉사자로 이 일을 감당한다

는 결정을 하고 자원봉사자 신청서를 만들어 

배부하던 주일 아침에는 참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

주기를, 그리고 저

들의 모든 여건이 

하나님 함께 하심 

가운데 자원봉사

가 가능할 수 있

기를...

이 일을 위하

여 가장 중요한 것

은 왜 이 일을 해

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부여였다. 이를 위하여 영상 자료를 만들

어 시간 나는 대로 보여주는 등 기획팀이 주변

에서부터 이 일에 대한 보람과 의미를 알리는 

일이 이 일의 시작이었다. 자원봉사자 지원서

를 배부하고 한 분 한 분께 참여를 권유하는 

일들을 기획팀들이 담당하였다. 이 일이 말라

리아로부터 어린 생명을 살리는 의미 깊은 일

임을 설명하고 함께하기를 권유하며 자원봉사

자 지원서들을 받아나갔다, 한 분

씩 한 분씩... 그 결과 당일 참가

는 불가능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일을 돕기로 한 성도님들을 포함

해서 178분의 성도님들께서 자원

해 주셨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분들은 기획팀, 홍보

팀, 전통문화행사팀, 시설팀, 재정

팀, 구매팀, 뒷정리팀, 뒷풀이팀, 그

리고 음식팀 등으로 나누어 서역

을 준비해 나갔다.

이렇게 시작된 일들 중 역시 제일 힘이 드는 

부분은 음식 준비였다. 몇 가지 음식들을 제외

하고는 미리 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메뉴별

로 부엌 사용을 요일별 시간별로 배정을 하느

라 부엌사용 시간표를 정하기까지 했지만, 금

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에는 우리 교회의 그 큰 

부엌도 발들일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붐볐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웃

으며 즐겁게 음식을 만들었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어린 생

명들을 말라리아로부터 구한다는 보람이 있었

기 때문이었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25일 아침, 

새벽기도 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집에 가지도 

못하고 부지런히 서둘렀지만, 미쳐 준비도 모

두 끝나지 않은 행사장에 시간도 되기 전 사

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를 확신

하는 것이었기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참 열

심히 감당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었으리

라 생각된다. 

이제 행사가 끝나고 지난 10월을 돌아본다.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200여 분의 성도님 

들이 마음과 뜻을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감

사하며, 모아진 3만 불에 달하는 놀라운 판매

액에 우리는 스스로 놀라고 있다. 제일 감사

한 것은, 9월에 시작하여 10월 행사일까지 줄 

곳 김치와 씨름하여 7천 불 가까운 판매액에 5

천 불이 넘는 순수익을 만들어주신 김치팀장

님과 그 팀원들, 그리고 그 준비하기 힘든 밑반

찬을 만들어 2주 동안의 판매로 4천여 불의 수

입을 만들어준 분들께도 참 감사하고 또 감사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한국 음식과 한국 

전통문화에 관한 소개 책자를 광고비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예비하신 숨은 재주꾼

들이 여기저기 있었던 까닭이었다. 음식을 준

비하고 판매하신 분들, 축제 전날 텐트를 치고 

시설 준비를 하신 분들, 재정부, 차량 정리, 광

고와 포스터, 책자를 만들고 수고하신 분들, 말

라리아 티셔츠 판매와 붓글씨, 전통문화 프로

그램을 준비하신 분들, 

무엇보다도 교회에 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젊은 집사님들이 

열심히 봉사해주시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

린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일기예보를 보며 

걱정하던 우리에게 참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

고, 여러 형태로 마음을 열어 밀려왔던 참 많

은 방문객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밤을 밝히며 텐트를 치고 부엌이 꽉 차게 봉

사자들이 움직였던 그 밤을, 그리고 200여 명

의 자원 봉사자들의 그 땀방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으며, 모든 분들에게 하

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항상 함께하시기

를 조용히 기도한다. 이제는 이 모금된 사랑이 

참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더 소중하게 쓰여지

기를 간구한다.

형경자 권사 | 체리힐제일교회,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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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형성 아카데미

연합감리교회의 다락방(Upper Room)에서 

35번째 진행하는 2년 영성형성 아카데미(The 

2–Year Academy for Spiritual Formation)의 53

명 참석자가 2015년 4월 24일에 졸업했다. 35

기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한국에서 사

역하고 계시는 4분의 목회자와 미국에서 사역

하시는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가 함께 동행함

으로, 과거뿐만이 아닌 현재 진행되는 동서양

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신학적 이론과 영적 훈

련에 초점 하여 균형 있게 구성되었다. 처음으

로 동서양의 상생(相生)과 융합(融合)을 현재진

행형 속에서 숙고하고 실천하는 목적으로 진행

된 35기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 한인 영성에 대

한 신학적 이론과 영적 훈련에 대해 깊이 들어

가 이해와 경험을 가지는 시간이 부족함을 느

꼈다. 이에,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과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목회자들이 “35기 

영성형성 아카데미 재회모임(Reunion of 35th 

Academy for Spiritual Formation)”을 한국에

서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고, 아카데미 리더쉽

팀의 동의하에 2015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

일까지 한국에서 24명의 참여자와 함께 진행하

게 되었다.

첫 번째로 한국 영성은 ‘환대 영성(Hospital-

ity Spirituality)’으로 정의한다. 한국의 환대 영

성은 아현교회(서울연회)에서 사역하시는 조

경열 목사님, 신생교회(동부연회)에서 사역하

시는 박상칠 목사님, 성일교회(서울연회)에서 

사역하시는 전승

영 목사님, 그리

고 원주제일교회

(동부연회)와 신

림수도원에서 사

역하시는 이해진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경험하

게 되었다. 전승

영 목사님과 그의 환영팀, 그리고 아현교회 환영

팀들은 미국에서 오는 우리를 인천공항에서부

터 환대해주었다. 3개의 큰 환영 피켓을 가지고 

게이트 출구에서부터 환대해 주었고, 45명이 탈

수 있는 대형버스로 모든 이동에 편안함을 제공

했다. 그리고 영어를 구사할수 있는 가이드를 준

비해줘서 방문하는 곳들의 이해를 도왔다. 매 식

사때마다 진수성찬으로 환대해 주셨고, 간식들

을 준비해 주셨다. 함께하는 일행 중 채식 식단

과 글루텐이 없는 식단을 선호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 식단과 간식을 준비해 주는 배려 또한 해주

었다. 방문하는 많은 장소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

도 무척 친절했다. 한국여행을 함께한 모든 이들

이 한소리로 한국의 ‘환대 영성’에 

감동의 찬사를 보냈다. 

두 번째로 한국 영성은 ‘융합 영

성(Unifying Spirituality)’이라 정의

한다. 하루에 세 번 경험하는 한국 

식사문화에서 이를 경험했다. 매 

식사때마다 등장하는 숟가락과 젓

가락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사문

화를 접함으로 융합 영성을 체험했

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항상 식사때마다 밥상에 

함께 올려졌다.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젓가락은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 한국 사

람들은 여럿이 식사를 해도 숟가락, 젓가락을 번

갈아 써가면서 먹는 문화다. 이는 위생적인 면

을 고려하기보다는 한 식구, 한솥밥을 먹는 사람

들끼리 식사를 통해 정(情)을 나누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10월 25일(주일) 조경열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아현교회(서울연회)에서 예배를 드

린 후 친교실에서 함께 식사하며 친교 하는 교인

들을 보며 함께 융합하여 나누는 식사문화가 교

회 안에서도 실천됨을 보았다. 한국의 식사문화

를 통해, 융합 영성 실천의 생활화를 경험했다.

우리가 피부로 경험한 이 두 가지의 한국 영

성 이외에도 한국의 다른 영성들을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

하고 역사지 

현장을 방문

함으로 배움

의 시간 또

한 가졌다. 2

년 동안 진행

된 영성 훈련 

스케줄을 이

상생과 융합의 영성을 찾는 순례여행
10/19~26, 2015 in Korea

해진 목사님께서 원

장으로 수고하고 계

시는 원주제일교회

(동부연회) 신림수

도원에서 재현했다. 

한국감리교신학대

학교 총장으로 시무

하셨던 김홍기 목사

님을 모시고 ‘한국 

교회역사 속의 한인 

영성(Korean Spirituality in the Korean Church 

History)’과 ‘성화의 영성(The Spirituality of 

Sanctification)’이라는 강의를 들었다. 김 총장

님은 불교는 한국 기독교의 ‘고행 영성(Ascetic 

Spirituality)’에 영향을 주었으며, 유교는 ‘하나

님과 부모를 공경하는 영성(Respecting-God/

Parent Spirituality)’, 그리고 샤머니즘은 ‘복음

에 대해 열정적으로 열광하는 영성(Passionate 

Spirituality)’을 한국 기독교가 갖는데 영향을 주

었다고 강의했다. 또한, 그는 일제강점기의 한

국역사 속에서 3.1만세 운동을 주도한 33인의 

민족대표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였고, 16명 가

운데 7명이 한국감리교신학대학교 출신이라 했

다. 이는 한국 기독교 영성이 ‘사회정의추구 영

성(Social-Justice Spirituality)’임을 보여준다. 총

장님은 ‘웨슬리의 성화신학과 영성’으로 세계선

교가 갱신될 것과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원했다. 그의 강의는 한국 영성의 이해

와 체험에 기틀을 잡아주었다.

한국 교회역사의 유적인 감리교신학대학교, 

정동제일교회, 대한성공회, 아현교회, 그리고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방문했다. 한국에 기독교

를 1884년에 최초로 소개한 미국 북 감리교회의 

맥클레이(Robert S. MaClay) 선교사의 사역을 

바탕으로, 1885년 부활주일에 한국에 온 미국 

북 감리교회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선교사와 미국 북 장로교회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선교사, 그리고 이어 도착한 

의사인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박사와 

그 어머니 스크랜턴 대부인(Mary F. Scranton)

의 사역으로 한국에 기독교는 뿌리를 내리게 되

었다. 또한, 한국 부흥운동을 이끈 미국 남감리

교회의 의료선교사 하디(Robert A. Hardie)의 

사역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더 다가왔다. 

이들의 사역은 세계화와 지역화(glocalization)

를 추구하는 현 21세기 사역에 큰 깨우침을 주

었다. 그들의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교단의 차별성을 뛰어넘어 세례, 기도, 말씀, 금

식, 회개 등의 “경건의 일(Works of Piety)”로 

실천되었으며, 더 나아가 현지 한인

들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이어

져 선행과 구제를 포함하는 “자비의 

일(Works of Mercy)”로 실천됐다. 이

는 현 한국 기독교가 강조하는 ‘경건

의 일’과 미국 기독교가 강조하는 ‘자

비의 일’이 균형 있게 상생하고 융화

된 건강한 웨슬리 사역의 예라 하겠

다. 이는 한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심사 숙고해야 할 사항

이라 본다.

파주에 위치한 북녘 땅이 보이는 오두산 통

일 전망대와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

고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을 방문했다. 미

국에서 1.5세로 자란 나에게 한반도 분단의 아

픔이 처음으로 느껴졌다. 35기 영성형성 훈련

을 통해 처음 한국을, 그리고 한인 영성을 경험

하는 미국인 동역자들도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느꼈다는 고백을 했다. 한반도 분단의 아픔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현실

적 아픔이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함

께 기원했다. 우리는 한반도 남북관계에서만이 

아닌 동서양의 상생(相生)과 융합(融合) 또한 

기원했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위해!

안선욱(Sunny Ahn) 목사 | San Ramon Valley UMC,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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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문화가정 전국협의회 평신도 영성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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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한동수 목사 | 한미연합감리교회, CO

지난 10월 13일(화)부터 17일(토)까지 4

박 5일의 일정으로 연합감리교회 이중문화

가정 전국협의회 평신도 영성집회가 한국의 

동탄시온교회에서 열렸다. 연합감리교회 한

인교회 가운데 미국인 남편과 한인 부인이 

결혼한 가정의 수가 현저히 많은 특징을 가

진 교회들의 연합 모임이 이중문화가정 전국

협의회다. (이하 이가전, 회장 한동수 목사, 

한미연합감리교회) 이가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국적인 평신도 영성집회

를 열어왔다.

2015년 이가전 평신도 영성집회는 한국의 

동탄시온교회(담임목사 하근수 목사)의 초

청으로 한국에서 진행되었다. 동탄시온교회

는 “새벽기도 총진군”이라는 21일 동안의 특

별 새벽기도를 통해 부흥하며 성장한 건강한 

교회다. 이번 이가전 평신도 영성집회의 메

인 프로그램은 바로 이 “새벽기도 총진군”에 

참석하여 기도의 능력과 열정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젖먹이 아이

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약 2,000여 

명의 성도들이 본당 1층, 2층뿐 아니라 유아

실과 식당까지 가득 자리한 새벽 5시의 기도 

열기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같은 기도의 

열정을 느끼게 했다. 우리 참가팀도 함께 기

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25명은 전

원 수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4일 동

안의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금요일 새벽에는 

함께 특별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

다. 또한, 수요일 새벽에는 이가전 목사들을 

대표하여 한상신 목사(그린랜드 연합감리교

회)가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했다.

감동의 순간이 많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

던 것은 토요일 새벽 초등학교 3학년과 4학

년의 소년부가 예배 주관과 특별찬송을 맡았

는데, 5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찬

양을 드렸다. 그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에 다

니지 않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새벽기도 참

석을 위해 그 어린이의 부모님이 아이를 교

회에 데려다 주고 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한 어린이가 전도를 하여 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온 어린이도 있었는데, 새

벽 5시에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 교회에 온 어

린이의 평생 기억은 어떠할까 생각하며 모두

에게 큰 감동이 있었다. 

이가전 평신도 영성집회는 “새벽기도 총

진군” 참석 외에 여러 가지 세미나 시간을 가

졌다. 김광기 목사(총회제자

훈련부)는 여성 리더십에 대

한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시

각과 관점에서 사람들을 이

해하고 이끄는 여성 리더십

에 대한 강의를 했다. 박용

규 목사(타코마제일한인연

합감리교회)는 목회자와 평

신도의 관계를 주제로 강의

하면서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

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역설하였다. 송계영 목사(상

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는 목

회자와 평신도의 사명의 본질을 재조명하면

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강조하였

다. 한동수 목사(한미연합감리교회)는 목회

자와 평신도의 기도생활에 대한 강의를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근원적인 길임을 강조하였다. 

신앙 유적지 답사를 위한 야외활동 시간

에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인 

양화진을 방문하였고, 그 

외에 민속촌과 단풍을 즐

기는 시간도 가졌다. 특별

히 양화진 방문을 통해 고

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

해 젊음과 열정을 바치다가 

목숨을 잃고 묻혀있는 선교

사님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선

교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

야 할 것임을 결단하는 시

간도 가졌다. 특별히 선교사 부모님을 따라 

이국 땅에 왔다가 풍토병으로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돌아간 어린 영혼들의 무덤 앞에

서는 숙연한 아픔이 가슴에 가득했다. 또한, 

로제타 홀 선교사 특별 전시회를 양화진에

서 관람하면서 1800년도 말과 1900년도 초

의 조선의 현실과 선교사님들의 어려움, 그

리고 선교 상황들을 자료들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면서, 어렵고 척박했던 선교 현실에서

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뜻을 굽

히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생각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성집회 참가자들은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받은 은혜를 공유했다. 한 참가자는 

자신의 기도 열정이 회복되기를 고백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잊혀져 가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된 느낌이라고 고백했다. 또한 

고국에 오랜만에 방문한 참가자는 많이 발전

되고 변해있는 고국을 보며 놀랍고 감격스럽

다고 고백했다. 

너무 먼 거리이고, 메르스와 복잡한 고국 

상황 때문에 처음 등록보다 참가자 규모가 

많이 줄어든 영성집회였지만 참석한 모든 사

람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준 특별한 시간

이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하신 하근수 목사

의 말씀처럼 와서 보는 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고, 19년간 지속된 “새벽기도 총진군”은 동

탄시온교회의 하나의 절기요 축제가 된 것처

럼, 우리 이가전 평신도 영성집회도 계속되

는 우리의 축제가 되기를 기도해 본다. 2016

년부터 회장을 맡은 박용규 목사는 폐회예배 

설교를 통해 이제 각 교회로 돌아가 이 뜨거

운 헌신의 열정과 회복된 영혼의 결단을 우

리 주님을 위해 원 없이 돌려드리자고 권하

면서, 앞으로 우리 이가전 모임들도 더 기쁘

고 즐겁고 성령 충만한 축제 같은 모임이 되

자고 선포했다. 

총회고등교육사역부(박희로 목사)의 지

원과, 기타 여러 교회에서의 많은 도움들이 

이가전 2015 평신도 영성집회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큰 힘이 되었다. 

안전하고 풍성하게 모임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수

고해 주시고 섬겨주신 교회와 목사님들, 그

리고 모든 참가자들과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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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으로 귀한 식사를 하게 되고, 찬양팀의 찬양 속에 환영을 받으며 반갑
게 맞아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각자의 목
회 현장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만나게 된 목사님들과의 나눔은 그 자체
가 행복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몸을 부딪치며 운동도 하고, 각
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좋은 만남은 삶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을 매우 좋
아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그것을 넘어 목회현장을 나눌 수 있는 만남과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매년 N.E.T 모임을 통해 그런 만남의 힘을 누렸고, 이번 디트로이트
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정답은 아닐지라도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
다. 힘들어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아픔처럼 공감하면서 함
께 아파하고 울어 줄 수 있었고, 열매를 맺어 가는 목회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했습니다. 또한, 수요여성예배와 저녁예배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3박 4일이라는 시
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벌써부

터 내년모임이 기다려집니다. 되돌아볼 
때에, 이번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장찬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
라 귀한 모임과 만남을 허락하셔서 특별
한 관계를 누림으로 영적 충전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MISSION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창민 목사 |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 CA

저는 2000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 사

역을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졸업을 6개월 앞둔 

시기였고,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반 되었

을 때였습니다. 멋모르고 시작한 개척교회였지

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부어주

셨습니다.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함께 

울고 웃으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경

제적인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감사하고, 조금 들어오면 조금 쓰면서 

나날이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교회와 선

배 목사님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돌아보면 혼자

였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목회 상

황에서 옆을 돌아볼 겨를 없이 분

주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성탄절을 맞아 

다른 주에 있는 교회에서 보낸 카

드를 한 장 받았습니다. 카드에는 

개척교회 목사를 위로하는 말과 

함께 여선교회 회원들이 정성으

로 마련한 선교비가 담겨 있었습

니다. 수백 불의 선교비가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있

다. 내가 하는 목회를 기억하고 있

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깊은 산 속

에 홀로 버려져 외로움의 세상에 갇혀 있던 마음

이 한순간 세상과 연결되는 감동을 누렸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한인

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

다. 애리조나 투산이라는 곳에 있던 교회였습니

다. 다른 교회를 돕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알고 있었습니

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

씀을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Partners In 

Ministry”라는 프로그램이 LA 동부지역에서 열

렸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서부지역에 속한 한인 

교회 중 도움이 필요한 교회와 도움을 줄 수 있

는 교회를 파트너로 묶어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

당하는 언약공동체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습니

다. 콜로라도,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

리건, 하와이 등 서부지역에 속한 각 지역에서 목

회하시는 목회자들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초대되었습니

다. 이날 도움이 필요한 13개 교회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13개 교회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파트너 교회는 앞으로 3년 동안 매월 $1,000씩 선

교비를 지원하고, 파트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며, 목회자의 멘토가 되어 

주며, 단기선교나 여름성경학교, 찬양팀 등이 방

문하여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됩

니다. 이런 도움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서로

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도움을 주고받을 파트너 교회로 

선정된 교회는 애리조나의 투산한인연합감리교

회였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 여선교회를 통해 선교비를 보내온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투산 한인연합감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폴 조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서 주일학교 사역과 EM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

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손길이 돕는 손길이 

되고, 그 도움의 손길이 또 누군가를 돕는 손길

이 되는 이 사랑의 순환을 바울은 “사랑의 빚”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피

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

지 말라”(로마서 13:8)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

랑의 빚은 져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의 말은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사랑의 빚은 계속 생기는 것이기에 “계

속지는 사랑의 빚(Continuing debt to love one 

anothe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빚은 빌려준 사람에게 갚을 수 없을 때

가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빚은 자식을 키

우면서 갚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빚은 다른 

사람에게 갚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빚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갚게 되면서 사랑

의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가 사랑의 빚을 

지고 또 갚는 모습이야말로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갚아

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

해서라도 세상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사

랑을 주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사랑하므

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 앞의 저 낯모르는 사람이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몇 분 후면 나
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
러나 만약 어떤 계기로 그를 사랑하면, 

모든 것은 달라진다. 그가 고개만 조금 숙여도 내 가슴은 미어질 것이며, 
그의 시선에 가는 방향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것이
다.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관계에 의해서 특별해질 뿐이다.]

-은희경, <너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중에서.

삶은 만남의 연속이며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삶은 무수한 만남 안에서 그림이 그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

다. 그 안에는 행복한 만남도, 반대로 불행한 만남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
늘 목회자로서 늘 제 자신을 설레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 주는 너무나도 
귀한 만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넷 미니스트리(Networking for an 
Enhanced Team Ministry)입니다. 특별히 이번 디트로이트연합감리교회
에서 있었던 N.E.T 모임은 제가 6번째로 참석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넷 모임을 마치면서...

홍승연 목사 | 산타크루즈사랑교회, CA

은혜와 위로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인이 약 150여 명 정도 거주하는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면 늘 외

롭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
다. 더불어 목회함에 있어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런 시간을 만
든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 제 이민 목회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N.E.T 모임
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모임으로 초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장찬영 
목사님과의 만남과 관계는 하나님이 제
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들로 제 자신이 특별하다
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했습니다. 특별
히 장찬영 목사님의 사역 현장인 디트
로이트연합감리교회에서 모인다는 것만
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대를 풍
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선교회의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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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영성형성 아카데미

11월 9~13일, Racine, WI 

한인목회강화협의회 2015 연례회의 

11월 11~13일, Santa Clara, CA

청년학생선교대회 KUMC 2030 Conference

11월 25~28일, Chicago, IL

2016 한인총회

4월 4~7일,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Chicago, IL

연합감리교회총회(General Conference)

5월 10~20일, Portland, Oregon

담임목사 한동수
•	주일예배	오전	11시
•	영어예배	주일	오전	9시
•	수요예배	오후	7시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30분/	(토)	오전	6시	30분

4550	N.	Carefree	Cir.,	Colorado	Springs,	CO	80917
719.570.0300	•	www.kaumc.org

한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이창민
•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1시	30분
•	영어예배	오전	10시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시

7400	Osage	Avenue,	Los	Angeles,	CA	90045
310.645.3699	•	www.lakumc.org

로스엔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안정섭
•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0분/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오후	2시/	4부:	오후	5시
•	영어예배	주일	오전	9시	30분
•	수요예배	오후	7시	
•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시	25분

1650	Kalakaua	Avenue,	Honolulu,	HI	96826
808.956.1004	•	www.kamnam.org

감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한의준	

•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30분
	 2부(영어예배):	오전	9시	30분/	3부:	오전	11시
•	차세대영어예배	주일	오전	10시	45분
•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시

1747	S.	Nogales	Street.	Rowland	Hts.,	CA	91748
626.965.9191	•	www.joonimchurch.com

남가주주님의교회

2016년 연합감리교회

공식 프로그램 달력
연합감리교회공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연합감리교회 프로그램 달력(영어)’이 발행되었다. 포켓사이즈, 벽걸이, 

책상용, 전자 달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행된 이 달력에는 연합감리교회의 주요 정보와 관련된 각종 절기와 행사 

등이 기록되어 있어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가 개체교회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kumc@umcom.org 또는

웹사이트 http://shop.umc.org/category/search/2016-calendars/377를 방문하세요.

연합감리교회 목사이자 변호사인 Bill Youngblood 목사는 삼일의 

여정 독후감에서 “하나님의 손이 원 목사의 일생 동안 항상 떠나지 않

으셨다는 증거를 눈으로 보는듯합니다.”라고 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12살짜리 피란민 소년이 충청도의 명문 중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 하셨기에 $50로 시작

하여 가족도 친지도 없는 상황에서 대학원 과정까지 모두 마칠 수 있

었습니다.

40년 동안 남과 북에 흩어져 서로 생사를 모르고 살던 9남매가 사

진으로나마 상면하고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후 정

작 저자 자신은 우울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어려운 지경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고. 교역자를 찾지 못해 방황하

는 농촌교회로 보내주셔서 10년 동안 뜻깊고 보람된 목회생활을 하도

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후세들과 우리말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영어로 쓰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삼일의 여정(Three Day Journey)과 The Milky Way(10월 섬기는사람들 게재) 책 주문을 원하시면 아

래로 연락을 주십시오.

1415 S. Otterbein Ave. #28

Rowland Heights, CA 91748

☎ 626-965-3865

원덕중 목사 <삼일의 여정 Three Day Journey>신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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