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십을 축하하고 체결된 약속을 

확인하기 위한 “파트너 목회 컨

퍼런스"를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롱비치에 있는 홀리데

이 인에서 열었다. 파트너 목회

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후 열린 

첫 컨퍼런스였기에 참가자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모였다. 김웅

민 목사는 “앞으로 3년 동안 파

트너 목회를 통해 노하우가 쌓이

면 그때 전국에 내놓을 예정”이

라고 말했지만, 파트너 목회는 시

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많

은 이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

다. 우선 California Pacific 연회

에 새로 부임한 그랜트 하기야 감독이 큰 관심을 갖

고 이번 모임에 참석했다. 첫날 라팔마연합감리교

회(김도민 목사)에서 열린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하

기야 감독은 “연회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연회가 존재해야 한다”며 현

재 연합감리교회의 교세가 줄고 있는 현실을 통계

로 제시하며 이제 교회의 문화를 바꾸어야 할 때라

고 역설했다. 특별히 제도화된 교회에서 선교적 교

회로 변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

서 파트너 목회가 좋은 모델이 된다며 연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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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적 상생
(Missional Symbiosis)을 위한 첫걸음”

파트너 목회(Partners in Ministry) 컨퍼런스를 마치고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미국의 개척정신이 서부에서 시

작된 것처럼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새

로운 선교적 모델도 서부에서 시작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

터 26일까지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열린 “파트너 목회(Partners in Minis-

try)”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목회자의 

말이다. 그만큼 파트너 목회는 새로

운 도전이고 시도라는 말이다. "파트

너 목회"는 연합감리교 서부지역 한

인 목회 코디네이터로 섬기는 김웅민 

목사가 주체가 되어 연합감리교단에 

속해 있지만, 교단의 테두리에서 벗어

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개척교회나 작

은 교회를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모임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와 

큰 교회 평신도와 목회자가 서로 연대를 가지고 건

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틀

을 만들었다. 첫 번째 틀은 1년 예산이 50만 불 이

상, 교인 300명 이상인 교회가 파트너A 교회가 되

어 파트너B 교회에 3년간 1년에 $12,000의 선교지

원금을 보내는 것이다. 두 번째 틀은 파트너 A/B 

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강단 교류와 더불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평신도 간의 교류를 하는 것

이다. 세 번째 틀은 파트너 교회 간 평신도가 교류

할 수 있는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

이다. 이에는 여름성경학교(VBS)나 단기선교프로

그램을 지원하거나 함께 실시하고, 부흥회나 세미

나 인도, 교회 시설 보수, 평신도 교회 탐방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목회자 간 멘

티와 멘토가 되어 교류하는 것이다.

이웃에 있는 형제를 돌보겠다는 선교적 열정

을 가진 파트너A 교회로는 캘리포니아의 LA연

합감리교회(이창민 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

회(정상용 목사),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목

사), 드림교회(정영희 목사), 라팔마연합감리교

회(김도민 목사),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

덕 목사),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홍삼열 목

사),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목사), 

언약교회(오경환 목사), 윌셔연합감리교회(황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한인총회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지역과 기관에 소속
된 한인총회 회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등록절차 내용은 내년 1월 중순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시: 2017년 4월 24(월)~27일 (목)

•	장소: Hilton Los Angels Airport
  5711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	저녁 집회 장소: LA 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2017년 한인총회
일정 및 장소

파트너	목회	참석자	단체	사진

김웅민 목사 성찬식 집례 모습

기호 목사) 등 10개 교회와, 콜로라도 스프링스

의 한미연합감리교회(한동수 목사), 그리고 하와

이의 감람연합감리교회(안정섭 목사), 그리스

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목사), 아이에아한인

연합감리교회(김호용 목사) 등 총 14개 교회가 

선정되었다. 또, 지금은 후원을 받는 교회이지만 앞

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소망을 가진 파트

너B 교회로는 글렌데일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목사), 덴버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목사), 

밸리중앙연합감리교회(이동규 목사), 버클리새교

회(김종식 목사),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목

사),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목사), 애리조나 

투산연합감리교회(폴조 목사), 어바인드림교회(원

홍연 목사), 예수사랑교회(정현섭 목사), 워싱턴 좋

은씨앗교회(이건우 목사), 콜로라도 푸에블로한인

교회(이은주 목사),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

중 목사),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목사),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목사), 히스페

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이태범 목사) 등이다. 파트

너B 교회는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 서부지역 한

인선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별되었다.

2015년 10월에 파트너 A/B 교회 목회자들이 모

여 향후 3년간 재정적 후원과 더불어 목회적 파트

너십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맺으며 시작된 

파트너 목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파트

이창민 목사 | LA 연합감리교회, CA

이 목회 모델을 소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

다. 또 중북부지역 선교감리사이자 느헤미야 운동

을 책임지고 있는 이훈경 목사도 이번 컨퍼런스에 

함께하며 “파트너 목회야말로 교회를 개척하고 살

리는 느헤미야 운동과 연결해서 전국적으로 어려

움에 있는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목회자의 영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라고 파트너 목회를 평가했다.

파트너 목회의 총무를 맡은 이창민 목사는 파

트너 목회를 “함께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정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교

회가 목회자의 월급을 책임지지 못하면 연회에서 

보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회

에는 교회 개척을 담당하는 스태

프도 있고 도와주는 감리사도 있

고 재정도 있습니다. 교회가 프로

그램을 해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

하면 교단 내 여러 기관에서 나오

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모두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

적으로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

는 교회와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

다. 그런 교회와 목회자를 교단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로 부둥켜안고 함께 살아보겠다

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파트너 

목회입니다.” ▶ 5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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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감독회는 교단의 동성애에 관련한 깊은 분열과 교회 화합의 방

안을 다룰 위원회의 32명 명단을 발표했다.

“3개월간의 심사숙고 끝에, 감독회의는 8명의 감독과 11명 평신

도, 11명의 정회원 목회자 그리고 2명의 deacon을 선택했습니다. 이 

위원들은 우리의 신학적 다양성을 나타냅니다”라고 총감독회 회장 

Bruce R. Ough 감독이 성명서를 통해 전했다. 평신도의 수는 처음 

감독회의가 계획했던 8명보다 더 증가한 것이다.

명단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여러 연합감리교인들은 위원회의 평신

도 수를 늘려줄 것을 감독들에게 촉구했다. 감독들은 지난 10월 16

일, 평신도 주일에 500명 이상이 사인한 온라인 청원안을 전달받았

다. 감독들은 그 우려를 전달받은 후 평신도 위원의 수를 늘렸다고 

감독의 성명서에 적혀있다. 감독들은 300명이 넘는 후보자 중에서 

위원들을 선출했다.

추가로 3명의 감독들이 새로운 방안 위원회(Commission on a 

Way Forward) 중재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 감독들

로는 플로리다 지역 Ken Carter 감독,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 Sandra 

Steiner Ball 감독 그리고 중부 콩고 지역의 David Yemba 감독 등이

다. Carter 감독은 2018년에 총감독회 회장이 되는 것으로 예정되

어 있다.

새 위원회인 ‘Commission on a Way Forward’는 교단분열을 위협

하는 동성애에 관한 논쟁이 심화되면서 구성되었다. 5월에 있었던 교

단 최고 입법 기관인 연합감리교회총회는 교단의 분열 가능성에 대

한 소문이 극에 달했던 바로 그 다음 날 총감독회가 이 위원회를 구

성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총회는 위원회가 교단의 법률서인 장정에 있는 인간의 성에 관련

한 모든 구와 절을 자세히 검토하고 수정안을 가능하면 추천할 것

을 촉구했다.

그러나 단지 동성애에 관한 단순한 토론이나 성서적 해석만이 위

원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감독들은 말했다. 위원회는 전

반적인 문화와 교회구조의 관계 형성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이 위원회는 또한 연대적인 교단이란 어떠한 의미인가를 재

정의하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Ough 감독은 7월 성명서에서 “세계의 가능한 여러 지역에 연합감

리교회의 사역을 극대화하고, 가능한 여러 다른 맥락의 다름을 허용

하며, 가능한 최대의 화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인간의 성에 관한 다

른 신학적 이해에 접근하는 균형을 잡는 방안을 위원회가 교회를 위

해 만들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국제적인 위원구성
4명의 감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들은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필

리핀 지역의 해외지역총회 소속이다: 아프리카에서 7명, 필리핀에서 

2명, 그리고 유럽에서 2명이다. 교단의 1,240만 명 교인 중 약 40퍼센

트가 미국 밖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2명의 감독을 포함한 14명의 위

원들이 여성이다. 감독들이 말한 대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교단에 대

해 이 위원회는 다룰 것이다.

1972년 이래로 장정에는 모든 이들의 신성한 가치에 대해 선포하

며, 그러나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정의

했다. 교단은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동성애자 목회자의 안수와 

동성혼 주례를 금하고 있다.

교인들은 이 규정에 관해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다. 그러나 현 세상

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이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증가하고,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많은 연

합감리교인들이 금지규정을 공개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많아짐에 따

라 이 규정에 반대하는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다.

최근 몇 달 동안, 100명 이상의 연합감리교 목회자들과 안수후보

자들이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나왔고, 다수의 연회가 동성애

에 관한 금지규정을 따르지 않을 것을 촉구했으며, 서부지역총회는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동성애자와 결혼한 Karen Oliveto를 감독으로 

선출하고 임명했다.

한편, 교단의 복음주의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구성된 새로운 단

체 The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은 현 교회의 가르침을 저지

하는 어떠한 것도 반대한다고 위원회에 통고해왔다. 

10월 7일 성명서에서 이 단체는 안수와 결혼에 대한 문제를 개체

교회 또는 연회가 각자 결정하게 하는 어떠한 형태의 “지역적 선택권”

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위원회가 법을 어

긴 목회자를 처벌하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교단의 분리를 준비해

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각 그룹의 대표
위원회 위원 중 Jessica LaGrone 목사와 Thomas Lambrecht 목사

는 WCA에 소속되어 있다. 두 명의 위원들은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방침에 영향을 끼치기를 추구하는 두 그룹을 이끌고 있다.

Matt Berryman은 교단이 안수와 동성혼을 포함하여 교회 전반에 

걸쳐 LGBTQ인들을 포용하기를 촉구하는 옹호단체인 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의 사무총장이다. 그 역시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동성애자이다.

한편, Patricia L. Miller는 교단이 동성애 가르침을 지킬 것을 촉

구하는 연합감리교회 내 옹호단체인 Confessing Movement의 사무

총장이다.

곧 열릴 감독들의 회의
이 새 위원회의 청원안들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월 30일에서 11월 2일까지 조지아 주 St. Simons Island에서 열

리는 총감독회 가을 회의에서 이 위원회의 청원안들을 다룰 2018년 

특별 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감독들은 또한 연회들에서 수많은 평신도들과 목회자들과의 대

화를 넓히기 위한 상호보완적 작업을 다루는 계획안을 검토할 것이

다. 이 새 위원회의 첫 모임이 언제 어디서 개최될 것인지에 관한 내

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글쓴이:	Heather	Hahn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	TN

총감독회 특별위원회 위원명단 발표

2016 총회(General Conference) 회의 모습

교단 뉴스

위원회 명단 (명단은 알파벳 순입니다.)

The Rev. Jorge Acevedo  USA, Florida, elder, male

The Rev. Brian Adkins  USA, California, elder, male

Jacques Umembudi Akasa  Afric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laity, male

The Rev. Tom Berlin  USA, Virginia, elder, male

Matt Berryman  USA, Illinois, laity, male

The Rev. Helen Cunanan  Philippines, elder, female

David Field  Europe, Switzerland, laity, male

Bishop Ciriaco Francisco  Philippines, bishop, male

Bishop Grant Hagiya  USA, California, bishop, male

Aka Dago-Akribi Hortense  Africa, Côte d’Ivoire, laity, 
female

Scott Johnson  USA, New York, laity, male

The Rev. Jessica LaGrone  USA, Kentucky, elder, female 

The Rev. Thomas Lambrecht  USA, Texas, elder, male

Myungrae Kim Lee (김명래)  USA, New York, laity, female

The Rev. Julie Hager Love  USA, Kentucky, deacon, female

Mazvita Machinga  Africa, Zimbabwe, laity, female

Patricia Miller  USA, Indiana, laity, female

The Rev. Mande Guy Muyombo  Afric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elder, male

Bishop Eben Nhiwatiwa  Africa, Zimbabwe, bishop, male

Dave Nuckols  USA, Minnesota, laity, male

The Rev. Casey Langley Orr  USA, Texas, deacon, female 

Bishop Gregory Palmer  USA, Ohio, bishop, male

The Rev. Donna Pritchard  USA, Oregon, elder, female

The Rev. Tom Salsgiver  USA, Pennsylvania, elder, male 

Bishop Robert Schnase  USA, Texas, bishop, male

The Rev. Jasmine Rose Smothers  USA, Georgia, elder, 
female

Leah Taylor  USA, Texas, laity, female

Bishop Debra Wallace-Padgett  USA, Alabama, bishop, 
female

Bishop Rosemarie Wenner  Europe, Germany, bishop, 
female

Alice Williams  USA, Florida, laity, female

Bishop John Wesley Yohanna  Africa, Nigeria, bishop, 
male

The Rev. Alfiado S. Zunguza  Africa, Mozambique, elder,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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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다. 어린이들이 돈을 대신하는 어떠한 상징적인 

헌금의 경험하지 않고서는 온라인 헌금방식으로 헌금

을 한 부모들의 “자녀들은 그저 헌금바구니가 지나갈 

때 자기 부모가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 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Austin 목사는 말한다. 

Austin 목사는 교회가 헌금바구니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자 헌금의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의 딜레마

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방법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회가 현금과 개인 수표를 

사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간과하는 것 이상

으로 전자매체 헌금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펜실베이니아 주 Parker에 소재한 West Freedom 

연합감리교회의 Russell Corben 목사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 전자매체를 통한 헌금에 관해 마음이 편치 않

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왜 제한해야 하는가?”를 자문한다. “저

는 전자 헌금방식을 채택한 교회들에서 헌금 생활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교인들에게 온라인, 텍스팅, 태블릿과 전자 헌금 창

구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헌금방식의 허용은 헌금

과 돈에 대한 신학적인 가르침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는 새로운 헌금 시스템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설

교 시리즈나, 교육적인 비디오를 교회 웹사이트에 개재해 가르

칠 수 있다. 

헌금바구니를 통해 드려지는 헌금
헌금에 대해 많은 교회들이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미시간 주의Grayling에 위치한 Michelson Memorial 연합감

리교회의 교인들은 전자 헌금 제도에 등록을 할 때 “온라인으

로 헌금했습니다”라고 적힌 50개의 카드를 받게 된다. 그들은 

그 카드를 헌금시간에 헌금바구니에 넣고, 예배가 끝나면 안내

위원들은 헌금바구니에서 이런 카드를 수집해 두었다가, 기존

의 현금이나 개인수표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일 년 치 헌

금 봉투를 보낼 때에, 온라인 헌금방식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이 

카드들을 보낸다. 

앨라배마 주의 Sylacauga에 

있는 Childersburg 제일연합감

리교회는 전자매체 헌금의 방

식을 채택한 사람들이나 한 달

에 한 번씩 헌금을 드리는 성도

들에게 예배에 보다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매주 헌

금바구니에 1불씩을 넣을 것을 

권장한다. 

Austin 목사는 금속으로 된 

헌금접시에 넣을 작은 조약돌

Christ	연합감리교회(Mobile,	AL)
의	재정과	청년	사역을	돕고	있는	
Beth	Lodwick(좌측)이	교인	Angela	
Tait에게	온라인	헌금	기부	태블릿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자매체를 통한 헌금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24~34세 연령층의 79%가 전자매체를 

통한 헌금을 선호하고, 교회에 나가는 전체 연령층을 통틀어 살

펴봐도 60%가 같은 방법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연대헌금 부서에서 지난 봄 

Vanco Payment Solutions 회사를 통해 목회자들에게 실시한 

온라인 헌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총회재무

행정협의회도 Vanco를 디지털 헌금에 관한 자료 제공 회사로 

추천하고 있다.

Matt Lipan 목사는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사람들이 신실한 

헌금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될 만한 모든 요인들을 없애야 합

니다. 우리 교회는 보다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헌금에 참여하

는 긍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제가 ‘설교강단’

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라고 적어 놓았

다. Lipan 목사는 Indianapolis의 Gateway 연합감리교회를 섬

기고 있다. 

선호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이 헌금 방식을 충족시키는 데는 

기술적 신학적인 부분의 도전이 있다. 전체 교회 중 4분의 1이 

안 되는 교회들이 전자매체를 이용한 헌금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인들은 헌금을 대부분 예배시간에 직접 드리는 방법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점 여러 교회가 전자매체를 통한 헌

금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헌금을 예배의 행위

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다. 

예배와 헌금의 연결
테네시 연회의 정회원 목사이며 인디애나 대학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의 박사과정 중에 있는 Thad Austin 목

사는 이 현대적 헌금 방식이 헌금과 예배의 전통적인 연결관계

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예배의 

일부로서의 헌금을 드리는 모습은 성경의 첫 가족인 가인과 아

벨의 이야기에 처음 나옵니다.”

예배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영적인 예배 행위의 직접적

인 표현이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청지기라는 인식

으로 자신들의 물질적인 자원을 드리는 헌금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의 제사를 찬양하며 그들의 찬양과 행동

의 일치하게 한다. 

미시시피 주 Courtland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Dwayne 

Scoggin 목사는 전자매체 헌금방식이 “헌금시간에 무언가를 헌

금 바구니에 넣으면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연결”의 부재를 가

져올 수 있다는 염려를 한다. “개인적으로, 디지털 헌금방식의 

폐해는 없다고 보지만, 예배 중 헌금순서를 없앨 필요는 없다

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헌금방식으로 바꾸는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헌금생

활에 대해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어린 자녀

들이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현금과 개인수표를 헌금바구니에 

넣는 것을 볼 때, 재정에 관한 신실함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

이	기사는	연합감리교회	인터프레터	매거진	7,	8월	이슈에	개재된	내용을	번역한	글입니다.

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교회를 하나 알고 있다. 이것은 예

배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접시에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함은 물론 조약돌이 금속으로 된 헌금접시에 떨

어질 때 어떤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캔자스 주의 Eureka 연합감리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

언가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하기 위해 

좌석에 준비된 금색의 카드를 꺼내어 헌금바구니에 넣으라고 

권면한다. 다른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성도들에게 

헌금시간에 출석표를 헌금함에 넣도록 권하기도 한다.

“현대적인 헌금 방식을 포용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Austin 목

사는 전한다. 

“전자매체 헌금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예
배 중 헌금시간에 참여하는 길을 닫는 것은 아
닙니다. 사려 깊은 생각과 계획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은 헌금생활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예배의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글쓴이		Jeremy Steele 목사는	앨라배마	주	Mobile에	소재

한	Christ	연합감리교회의	차세대	목회자이다.	저자,	연사이

자	블로거인	그는	Interpreter	and	Interpreter	OnLine(www.

interpretermagazine.org)의	기술팀에	정기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The Generous Life

기술적, 신학적인 부분의 논쟁을 야기하는

Thad	Austin	목사

전자매체를 통한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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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ous Life

목회자들은 돈에 관해 설교하기를 꺼려한다.

헌금이나 물질적 헌신을 권유, 독려하고,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간청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헌금, 넉넉한 나눔, 십일조, 또는 어떠한 다른 용어로 표현하

든지 간에, 요즈음의 문화에서는 예절이 바른 사람들에게 돈이

란 바람직한 대화의 주제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돈에 대한 대화는 필요하다. 만약 목회자

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베풀어주신 분

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지 않는다면, 목회자들

은 성도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과 같다. 예수는 “나눔”에 대해 많

이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나눔”을 중요시 여겼다면, 그것은 응

당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이에 대해 망설이고 있는 목회자들은 어찌해야 할까?

목회자들에게 설문을 해 보았다.
작년 봄에 연합감리교회공보부의 연대사역부는 약 400명의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와 임직원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문을 해 보

았다. 그중 네 개의 질문은 헌금에 대한 교육과 설교에 관한 질

문이다.  

연합감리교회 특유의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교인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교인들에게 헌금과 아낌없는 나눔에 대해 얼마나 자주 언급

해야 할까? 일 년 내내 언급을 해야 할까, 아니면 참았다가 연

말에 한 번에 힘있게 강조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논제를 단순히 의무적인 것으로 다루기보다

는, 좀 더 바람직하게 헌금/재정적 헌신을 제자의 도리와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 성도 개인과 가정들이 보다 풍성한 

재정적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상기시키기

연합감리교회의 헌금에 대해 교인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목회자들은 그들의 헌금이 어디까지 가

서 어떻게 사용되며, 또한 성도들 개인적으로 감

당할 수 없는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상기시

켜 주어야 한다.

Dedric Cowser 목사는 그가 섬기는 앨라배마 주의 Gadsen에 

있는 Sweet Home 연합감리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들의 헌금이 

개체교회 너머 다른 곳에서도 귀하게 쓰이고 있음을 강조한다. 

“저는 매주 강단에서 우리 각자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의 몇 퍼센

트가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고, 얼마가 세계 선교와 사역을 위해 쓰이

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 저는 우리교회의 헌금이 다른 연

합감리교회들의 헌금과 합해 져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Indianapolis에 위치한 Gateway Community 교회의 Matt 

Lipan 목사는 “저는 교우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인해 

드리게 되는 아낌없는 헌금이 교회와 지역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함

께함을 나타내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교인

들에게 정기적으로 상기시켜 드립니다”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노스다코다 주 Valley City의 Epworth 연합감리교회를 섬기

는 Dayne Zachrison 목사는 교인들에게 연합감리교회의 교인의 

임무와 책임을 일깨워 준다. 

“저는 교인들에게 우리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임무

를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

의 상징이며, 또한 세상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는 감리교도라고 불리는 우

리들에게 그저 교회 자리만 채우고 있지 말고, 자비의 행동에 참여

하라고 요구합니다.”

늘 다루어야 할 소재

얼마나 자주 나눔의 생활을 권면해야 하는지 결

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이다. 헌금에 대해 일 

년에 한두 번 강조하기보다는 한 해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는 데 대다수가 

동의하는 듯하다. 

네바다 주의 Ely 연합감리교회 Suzanne Calhoun 목사는 “헌

금은 특정한 때에 하는 한 철 행사가 아닙니다. 넉넉하게 나누는 

삶은 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늘 나눔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펜실베이니아 주, Alison Park, St. Paul's 연합감리교회를 섬기

는 Jeff Sterling 목사는 “청지기로서의 책무는 그리스도를 따르

는 사람들에게 겉으로 꾸미는 무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모습”이라고 말한다. Sterling 목사는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

한 교육은 예배를 포함하여 목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엮여 있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Minneapolis의 Northeast 연합감리교회 Sarah Lawton 목사

는 적어도 일 년에 네 번은 돈에 대해 설교를 한다. “(우리가 영적

인 신앙생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데) 헌금 또한 영적인 삶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헌금생활은 우리 영혼에 유익할 뿐 아니라 세

상에도 유익한 삶입니다.”

제자도로서의 나눔

헌금과 넉넉한 나눔을 제자의 도리와 연결하는 

것은 대다수의 목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Honolulu의 Wesley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Piula Alailima

목사는 “헌금과 넉넉한 나눔이 제자로 부르심의 중심과 연결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그는 한 해의 전반에 걸쳐 유기적

으로 헌금과 넉넉한 나눔에 관해 이야기 한다.

테네시 주의 Knoxville에 있는 Fountain City 연합감리교회 John 

Garvis 목사는 헌금생활을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본다. “예수

께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랑이 중점사항이고, 순종은 그 뒤를 따른다고 믿습니다.”

유타주, Salt Lake City 의 Christ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Jean 

Schwein 목사는 “저는 헌금생활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나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그 어떠한 것도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을 우

리는 매일, 매주, 매달 상기시켜 줍니다.”

본을 보이십시오.

본을 보여 교인들로 하여금 더욱더 헌신적으로 

드리는 삶의 길을 걷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에 많은 목회자들이 동의한다. 

텍사스 주, Ponder의 Stoney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Joel 

Scheller 목사는 헌금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목회자들이 먼저 본

을 보이며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고히 믿는다. “양 떼들은 아

무 목자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 떼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돌보는 목

자만을 믿고 따르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뉴욕의 North Rose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하는 Dan Corretore 

목사 또한 이에 동의한다. “먼저, 목회자가 본을 보이며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자의 은사로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들을 나눔으로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이 사역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의 은사에 감사를 표하시길 바랍니다.”

Washington의 Centralia 연합감리교회의 Tom Peterson 목사는 

먼저 목회자 가정의 헌금생활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저는 교인들에게 제 아내와 제가 십일조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헌금액수를 말하지는 않지만, 십일조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	기사는	연합감리교회	인터프레터	매거진	7,	8월	이슈에	개재된	내용을	번역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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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의 생각과 전문가들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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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회사는 종교단체들이 전략적인 결정과 신앙의 성숙을 이

루어 가는 동시에 목회 비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충하

도록 돕는 기업이다. 

Reeves 씨는 “요즘 우리의 문화에 따르면 십일조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을 의미합니다. 포

괄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본래 십일조는 구약의 성전세와 관련

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기성교회 신도들 중 극소

수만 십일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

실을 염두해 둘 때, 십일조에 대한 보

다 좋은 이해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

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십일조를 헌금생활의 기본

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 목회자는 이에 대한 규칙적인 설교와 교

육과 간증들이 뒤따라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Reeves 씨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헌금하

도록 권면하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세 가지 어려움에 대해 자

주 들었다고 전한다.

첫째로, 목회자들은 신앙과 재물의 연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준

비가 되지 않았다고느낀다. 대체로 그들은 신학교육이나 연장교육에

서 이에 대해 배운 바가 없다. Reeves 씨는 이 부분이야 말로 신학교

에서 훈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둘째로, 교인들 중 대다수가 과한 소비로 인한 개인 채무, 저축의 

결여, 신앙과 재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의 결여로 개인 재정을 잘

못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 경영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

다수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과도한 학자금을 부채로 안고 있어서, 

교회에 넉넉히 드리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로, 대부분의 기성교회에서 행해 왔던 헌금에 대한 독려나 가

르침의 전통적인 방법은 50대 이상의 세대들에게나 적합한 접근 방

법으로, 이미 수년 동안 비효율적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 영적인 핵심가치에 부차적인 요소로 절기에 

따라 헌금을 독려하던 이전의 방법에서, 이제는 넉넉한 헌신이 제자

로의 삶 중심 가치로 자리매김을 하는 헌금생활에 대한 문화의 변화

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글쓴이  Polly House는	테네시	주	Nashville에	사는	프리랜스	편

집자	겸	작가이다.

The Generous Life

몇가지 조언…

헌금생활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어려

워하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되

는 자료가 있다. 

버지니아 주, Herndon 에 위치한 Floris 연합감리교회를 섬

기는 Tom Berlin 목사는 Defying Gravity: Break Free from the 

Culture of More(Abingdon Press)(도를 넘어서: “조금만 더” 문

화를 넘어 자유하

게)라는 책의 저

자이다. Berlin 목

사는 새로운 4주

간의 소그룹과 기

금마련 캠페인을 

통해 생동하는 삶

을 유지하고, 필요

와 욕구의 균형을 

잡고, 물질주의적

인 틀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

룬다. Berlin 목사는 동영상 자료를 통해 풍성한 헌신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간증하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리

고 이러한 “넉넉함의 때”가 제자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헌금이라는 주제 그룹 토의의 분위기와 틀을 제공한다. 

Berlin 목사는 목회자들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헌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설교를 할 수 있게 돕는 몇 가

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 

그는 “가장 많이 헌금하고 있는 다섯 명을 정해 만날 약속을 잡

고, 그들과 만나서 어떠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지 물어보라”고 권한다. “그리고는 그들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소개하든지, 아니면 직접 교회에서 간증해 줄 것을 부탁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설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낌없는 나눔, 헌금, 개인 재정 계획 등에 관한 책을 읽거나 강

의를 들어 보십시오. 그러한 훈련을 통해 자신감도 함께 증진될 것

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분들의 재정적인 삶을 정비하는 데 도움을 주

고, 그들이 넉넉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들을 크게 도와

주는 것입니다.”

그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권면을 효과적으로 하

기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은: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바를 목

회자 자신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지 반드시 돌이켜봐야 하고, 또한 그

러한 헌금생활이 본인의 개인적인 삶에도 축복이 된다는 확신이 있

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보지 못한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는 없

기 때문입니다.”

Stewardship in African-American Churches Upper Room 

Books 출판 ‘흑인교회에서의 청직’이라는 책의 저자인 Melvin 

Amerson 목사는 텍사스 연회 정회원 목사이며 텍사스 감리재

단의 청직 자문위원이다. 

Amerson 목사는 교회에서 아낌없는 헌신의 문화를 조성하

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

들이 헌금이 예배드림의 한 부분임을 

담대히 가르치는 동시에, 헌금이 개

인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어 세상을 바꾸는 사역에 쓰

임 받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전한다. 

“헌금을 드리기 전에 우리의 드림을 

통해 주님을 경배하자는 의도적인 초대

를 하십시오”라고 그는 제안했다. 

“헌금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넉넉

하심에 대해 알리고, 일깨워 주고, 가르치고, 찬양 드리기에 가장 적

합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말씀과 기도, 목회 광고, 짧은 설교, 동영상 자료, 간증 

및 촌극 등의 방법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헌금생활이 제자도의 중

요한 부분임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시간이 일 년에 52주나 있다.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함께 힘을 합하여 오늘날 우리 교

단 내에 만연한 헌금에 대한 태도와 동향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노

력해야 할 것이다. 

십일조는 구습입니까?

십일조는 우리의 수입의 10%를 교회에 드리는 

전통이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가르치기에 십일조

가 여전히 실질적인 목표일까? 

Michael Reeves 씨는 Horizons Stewardship의 교육 담당자이

Tom	Berlin	목사(FLORIS	연합감리교회)

Melvin	Amerson	목사(Texas	
Methodist	Foundation)

Michael	Reeves(Horizons	
Stewardship)

헌금에 대한 교육이나 설교 아이디어 및 자료를 더 원하시면 연합감리교회 헌금 (the United 

Methodist Giving)의 새로운 섹션 "Together We Do More" (함께함으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www.umcgiving.org/togetherwedomore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에서 제공하는 연대적 헌금(connectional giving), www.umcom.org/learn/

connectional-giving에 대한 온라인 수업도 있습니다. 

참조

이 목사는 계속해서 “파트너 목회를 통해 파트너B 교회는 교단

에서 버림받았다는 소외감, 목회 현실에서 부딪치는 좌절감, 목회자

와 교회로서의 소명까지 흔들리는 자괴감을 극복하고, 파트너A 교

회는 선교적 열정을 회복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므로 ‘선교적 상생’(Missional Symbiosis)이라는 목회적 모

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가졌던 각 파트너 교회 

간의 교류를 교회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정적 후원과 더불

어 강단 교류, 부흥회와 세미나 인도, 교회 탐방, 속회 참가, 영성 훈

련 참가, 여름성경학교, 전도 용품 구매, 찬양팀 셋업 등 다양한 사역 

사례가 소개되었다. 후원금도 차세대 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교회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지역 사회 봉사, 목회자의 연장 교육, 교회 건

물/차량 유지 및 보수, 목회자 샐러리 보조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

표되었다. 홍삼열 목사가 “신학하며 목회하기”, 이훈경 목사가 “목회

자의 위기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인도했다. 파트너 목회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는 한의준 목사의 사회로 향후 비전에 대해 깊이 있게 논

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이 모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평신

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과 파

트너A 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이 필요

하다는 데 마음을 모았고, 파트너B 교회가 후원을 받는 입장에서 부

흥과 교회자립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립

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방향 설정도 했다. 앞으로 파트너 목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1년에 꼭 $12,000을 후원할 수 없는 교회라도 둘, 혹은 세 교회가 연

합해서 한 구좌를 만들든지, 1년에 $6,000을 지원하고 지원받는 교

회가 파트너가 되어 참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추후 논의하기

로 했고, 내년 가을에 있을 컨퍼런스를 통해 파트너 목회에 대한 구

체적 평가를 하기로 하고 컨퍼런스를 마쳤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합감리교 한인목회강화협의회(회장 정희

수 감독,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의 후원으로 파트너 목회 컨퍼런스

가 열렸는데, 해외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장학순 목사

는 “파트너 목회가 건강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나가는 운동이 되

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남가주 여선교회연합회

(회장 최경애 권사)에서 첫날 저녁 식사를 제공했고, 여러 교회의 자

발적 후원을 통해 컨퍼런스를 치렀다.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은 파트

너 목회이지만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어둡기 때

문일 것이다. 하지만 함께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희망이다. 

바울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한 것처럼(갈라디아서 6:2) 서

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야말로 모두가 사는 길이다. 그 짐을 서로 

지고 나가는 “파트너 목회”야 말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선교적 상

생(Missional Symbiosis)”의 첫걸음, 즉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함께 살

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적 상생(Missional Symbiosis)을 위한 첫걸음” 파트너 목회(Partners in Ministry) 컨퍼런스를 마치고  1페이지에 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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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을 가진 청지기로서의 사명에 반하는 것이

라고 전한다. “책임있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신앙과 물질에 관한 모

든 면에서보다 더 정직하고 투명한 모습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헌

금생활에 대해서는 다소 마음을 여는 반면, 헌금에 대해 누가 아는

지에 관해서는 덜 경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

다”라고 말한다. 

Mid-Atlantic 연합감리교회 재단의 부 책임자인 Frank Robert 

씨는 Mid-Atlantic지역에서 청지기직에 관한 수업을 가르친다. 그는 

이 질문이 “항상” 제기된다고 말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난 몇 년간 변해왔다고 그는 전한다. 

Mid-Atlantic 재단은 목회자들을 위한 2년의 집중 재정 교육과정을 

준비해 왔다. 이 재단은 목회자들이 각 교인의 헌금 생활에 대해 마

땅히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Robert 씨는 “제 개인적으로는 헌금 

생활에 대해 아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의 척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

인의 헌금 생활에 변화가 있을 때, 목

회자는 그 변화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인의 십일조 액수가 변한다

는 것은 목회자로 하여금 그 사람의 삶

에 어쩌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Frank

가 마약에 빠진 건 아닐까? 혹시 이혼 수속 중에 있는 것일까? 직장

을 잃었나?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등의 의문을 가져 볼 수 있

다. 그는 “Frank의 헌금 액수가 변했다는 사실은 목회자가 알아야 

징조가 될 수 있으며, 아니면 적어도 관심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라

고 전한다.

교인들은 헌금생활에 대해 과시하기를 원치도 않고, 또 예수님

도 그렇게 가르치셨음을 Robert 씨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개

인의 헌금 생활을 그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라고만 치부하는 

것 또한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전한다.

그는 “여러분이 돈을 직접 하늘나라에 올려 드리지는 않습니다. 

헌금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렸을 때 교회의 담당자

가 당신의 헌금을 계수하고, 여러분은 내신 헌금으로 세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은 헌금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영적인 훈련임을 Robert 씨는 강조한다. Giving 

USA(givingusa.org)의 보고에 의하면, 자선 기부가 2015년에 약 3,732

억 불에 이르도록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종교기관

에 드려지는 헌금은 지난 10년간 증가 없이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차세대에게 헌금생활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이전 세

대 사람들은 헌금생활을 영적인 실천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차세대에게 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영적인 실천을 잃게 될 

것입니다”라고 Robert 씨는 말했다. 

글쓴이  Erik Alsgaard 목사는	볼티모어-워싱턴	연회의	공식	소

식지인	UMConnection의	편집인이다

말해주는 가장 좋은 척도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님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헌금 생활에 대해 알지 않기를 선택하는 데에 어떤 타당한 이

유가 있을까? David Jones 목사는 2012년에 The Rocket Company 

(www.therocketcompany.com)에 남긴 두 편의 블로그에서 이 질

문을 다루었다. 지금은 조지아 주 Decatur에 소재한 제일연합감리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Jones 목사는 교인들에게 그들의 목자로

서 “두려움과 편견 없이” 그들을 인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제 목회 초기에 교인들의 헌금내역을 본 후로는 그 약속

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하면서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헌금은 적게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을 제가 대하는 데 특히 영향을 

끼쳤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인다. 

메릴랜드 주 Olney에 소재한 Oakdale Emory 연합감리교회의 

Kevin Baker 목사는 Jones 목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Jones 목

사와는 다르게 대했다.

Baker 목사는 “목사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인

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성

도의 헌금 생활에 대해 아는 데 따르는 문제는 성도들을 차별대우

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거나, 헌금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홀히 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

니다. 누가 얼마만큼 헌금을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 사실 나에게 영

향을 줄까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한다.

Baker 목사는 정기적으로 헌금내역을 요구하곤 한다. 최근에도 

교회 임원들의 헌금내역을 요청한 바 있다. “헌금내역 기록에서 이

름은 빼고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임원들 각자가 얼마나 헌금을 드

리는지 알기보다는, 우리 임원들이 헌금생활에 얼마나 진실성이 있

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 임원진이나 임직원들이 하

고 있지 않은 일을 성도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기
헌금에 대한 더 높은 투명성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헌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Lewis Center의 부책임

자이며 Washington, D.C에 위치

한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교회 리

더십 강사인 Ann A. Michel 씨는 

전한다.

Michel 씨는 www.churchlead-

ership.com에 기고한 글에서 “목

회자들과 교회의 주요 임원들이 

자신들이 헌금을 얼마나 드리는 

것과 또한 왜 드리는지에 대해 공

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헌금생활의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려 깊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헌금생활에 대한 간증을 전할 때는 비난조 보다

는 독려하는 방법을 통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신실한 헌금생활의 

중요성을 배우고 함께 동참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Michel 씨는 개체교회에서 재물과 헌금에 관해 “침묵의 모의”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목회자에게 있어 헌금은 “건드리면 

다치게 되는” 금기사항이다. “교인들의 헌금생활에 대해 목회자가 

알아야 하나?”라는 질문은 아주 오래된 고민거리이다. 

연합감리교회의 다양한 연대사역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관심

을 증진시켜서 재정적인 지원을 향상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연

합감리교회 공보부 연대헌금 팀은 2015년 말 설문조사를 통해 372

명에게 이 문제를 물어봤다. 

그 설문결과는 명확하지 않았다.
버지니아 주 Berryville에 소재한 Crum's 연합감리교회의 Tom 

Barnard 목사는 “당연히 알아야지요”라고 말했다. “교회에 드려지

는 다양한 자원 중 재정적인 자원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

한 헌신도를 가늠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앨라배마 주 Livingston에 있는 Gainseville 연합감리교회 Carl 

Sudduth 목사는 “헌금은 성도와 하나님 간의 일이어야만 한다고 굳

게 믿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재정상태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아

는 것은 목회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미주리 주 Springfield에 위치한 Asbury 연합감리교회의 Melissa 

Dodd 목사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임원들과 교인들에 대해 먼저 알

고 싶었기에, 헌금 기록을 보는 것을 일 년 이상 미루었습니다. 이제

는 많이 드리는 성도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몇몇 연합감리교회들은 목회자가 성도들의 헌금내역에 대해 아

는 것을 금지하는 내규를 가지고 있다. 이 교회들은 그들의 내규

가 이제 곧 출판될 2016년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위배됨을 발견할 

것이다. 

2016년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2012년 장정의 340.2.c.(2)(c)조항을 

수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입법화하였다. 수정된 조항에는 “목회자

는 재정 서기와 협력하에 교인들의 헌금 기록을 살펴보고 전문적인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수정안은 적절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상정되었다. 입

법화된 이 수정안은 2017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아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청지기직에 대한 전문 자문가인 Clif Christopher 목사는 이러

한 움직임에 동의를 한다.

Christopher 목사는 Whose Offering Plate Is It? (Abingdon Press)

라는 제목의 책에서 “비영리 단체가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며 살

림을 꾸려 나가는지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이 자세히 알기를 원

치 않는 지구상의 유일한 비영리 단체가 바로 교회이다”라고 기

록한다.

이 책에서 그는 교회가 이러한 관

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획을 제

시하며, “헌금에 대한 정보는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진

단 도구임을 당신의 지도자들이 잘 이

해해야 한다”라고 기록한다. 

Christopher 목사는 헌금내역을 알

지 않기를 선택한 목회자는 “목회 과실

을 범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개인

의 헌금생활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 헌금내역을 아는 것은?

Clif	Christopher	목사

Frank	Robert

Ann	Michel

이	기사는	연합감리교회	인터프레터	매거진	7,	8월	이슈에	개재된	내용을	번역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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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한국 위안부 문제도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고, 

아동 신부, 가정폭력, 인신매매, 탈북자 자녀들, 성

적 노예, 아동 및 여성교육, 건강, 가사노동의 동등

성, 여성지위, 지도력, 빈곤, 경제력 향상, 환경... 갈 

길은 멉니다. 

13개의 실천원리를 배운 후,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눈을 뜨고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에 오는 농아인을 위해 수화를 배우는 교회, 공정거

래 마크가 있는 상표를 쓰는 것, 노동착취 혹은 아

동노동을 하는 공장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급, 퇴비 

기계를 사용, 교회 행사에 일회용 상품을 쓰지 않기, 

친환경팀 조직,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이용한 세제... 

등 참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들으며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음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UN을 방문하여 직접 회의하는 광경과 

각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재 193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었

고, 뉴욕시 한가운데 우뚝 선 UN 건물 앞에 계양된 193국의 국기 중 

태극기를 보며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임기이신 방기

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더욱 친근한 장소로 여

겨졌습니다. 

한국말로 설명하는 우리 2세 안내원들이 너무나 잘 생기고 친절

해서 흐뭇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조각품들과 그

림들, 평화를 위한 편지들이 벽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평화유지군

들의 활동들을 비디오로 보고, 실제로 각 나라에서 파견된 대표들

이 발표하는 광경들을 바라보며, 고통과 억압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

할 수 있는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UN 방문 후, 길 건너편의 CCUN 건물로 옮겨갔습니다. 비록 유

엔 빌딩에 비하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UN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

한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버티고 서 있는 작은 거인과 같은 자랑스

런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멈추지 않고 흐르

는 힘과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UN 세미나에서 주신 귀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기억하며, 평화의 길을 가라고 재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분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

으로 주신 그 평화를 깊이 간직하여 나 자신이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바로 내 곁에 있는 자부터 평화의 손길을 내밀며 들어주

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

닐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를 크게 품고, 오늘 나는 작은 돌 

하나 하나를 쌓는 마음으로 이 평화를 나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리

라 결심해봅니다. 일회용 컵대신 머그잔을 들고 다니며, 설거지 물

을 절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생활비를 절약하는 작은 정

성의 마음... 작은 것에서부터, 꾸준히 나아갈 때 한방울씩 떨어지는 

빗물이 땅을 가르듯,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확산되리라 소망

하면서 말입니다.

정성껏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해주신 강사님들, 또 세미나를 계

획하고 준비하신 김명래 총무님 이하 모든 전국연합회 임원들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뉴욕연합회 임원들의 따스한 섬김들, 후

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를 장소로 제공해 주시고 차량도 제공해 주

셔서 UN 세미나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김정호 담임목사님

과 박재용 부목사님 그리고 차량을 운전해 주신 여러 교우님들의 

친절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UN 세미나를 통해

서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인여선교회 소식

UN세미나를 다녀와서

맑고 드높은 초가을, 뉴욕 후러싱과 맨해튼에서 

UN 세미나가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10년만에 열린 UN 세미나에 80여 명

의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미국 각 

지역에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세미나에 밤을 새워 비행기를 타고 오시고, 

차를 운전하시며 오신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의 열

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평

화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 그리고 오

랜만에 만난 반가움, 새로운 만남의 설레임, 예배시

간의 묵상과 기도, 찬양과 몸 찬양을 통한 은혜 속

에서 3박 4일이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듯

했습니다. 

이번 UN 세미나의 주제는 ‘평화와 여성’이었습니

다. 신학적 측면에서 이용보 목사님의 ‘요한 웨슬리

의 평화’, 장위현 목사님의 ‘하나님의 평화와 평화와 통일’이란 주제

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무엇이며 평화의 삶이 무엇인 지

를 배웠습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연합감리교회 총회사회부에

서 일하시는 이성옥 부국장님께서 UN세미나 강의를 해 주셨습니

다. UN을 협조하며, 여성들을 위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평화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태후 목사님의 ‘빈민도

시 선교’와 박성훈 형제 부부의 ‘브루더프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UN Tour와 CCUN(The 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방문을 통해서, 실제 현장을 느끼고 그 사역

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에 대한 확

실한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관계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

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후, 평화의 에덴동산에서 인

간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짐으로 완전하려고 하다가 실

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라고 창조하시지 않으셨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온전함이었습니다. 완전함이

란 나 자신이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온전함이란 부족한 우리

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함께 사랑하

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자주 실수

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허락하신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에게 임하시는 그것이 온전한 삶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 영적

인 샬롬임을 알았습니다. 

이 영적인 샬롬을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서의 평화가 생기는 심리적 샬롬을 실현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와 화해로 관계

가 회복되는 타인과의 샬롬을 이루게 됩니다. 

그 타인의 개념은 내 바로 곁의 사람으로부터 이웃, 그리고 이 땅

에 있는 모든 박해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로 넓혀집니다. 인간

관계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맡

기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환경에서의 생태적인 샬롬까지 평화

의 개념은 다 포함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화를 기껏해야 내 자신 

안에서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나, 일 속에서만 생각하던 좁은 시야

의 삶을 살던 나에게는 참으로 큰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 즉 믿음의 여

정을 걸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적으로 하나님

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밖으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 평

화의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화평의 사람인지 진단하려

면, 지금 내 자신이 박해와 핍박 혹은 비판, 욕을 받는지 보라고 하셨

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은 우리의 영과 다름으로 우리를 미워하

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화평의 길을 가는 자는 세상으로부

터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된 

증거이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상이 우리

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미가 6장 6~8절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모습을 설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

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먼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안의 평화를 가지면, 인자를 사랑하는 인

간관계의 평화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정의구현을 통한 사회평

화를 이루는 순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심

은 결국 우리 관계 안에 적대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

시고, 이 땅 위의 정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말

씀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길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동시에 책임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광야에 공평이 자

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무는 세상! 수평선을 실제로 손에 잡

을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듯이, 우리는 완

전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의 길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이 평화의 길을 위해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CCUN을 시

작했습니다. UN 건물을 바로 마주 보는 자리에 부지를 사서, 건물

을 짓고 그 건물 정면에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는 눈이 모자이크

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UN 안에서는 Commission on the Statue of 

Women(CSW), 즉 세계 여성지위를 위한 여권신장위원회에서 여성

들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세계여성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고, 1979년에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제거하는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중 유일하게 여성과 

평화를 위한 1325 조약이 2000년에 결의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여

선교회의 CCUN에서 초고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여성이 전쟁의 평화협상에 참석할 수 있고, 전쟁 시 

보호를 받고, 전쟁 중 여성 폭력, 강간에 대한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

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유엔 여권신장위원회와 함께 현장에

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문제들을 들으며, 또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

력하는 평화의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로 유엔에서 결

UN	세미나	참석자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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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북가주	평신도지도자대회
11월	12일,	San	Jose,	CA

2016년	청년학생선교대회	KUMC	2030	Conference	
11월	23~26일,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IL

2016년 행사일정

2017년 행사일정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임원회/수련회
1월	19~21일,	아틀랜타,	GA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3월	22~25일,	UMCOR,	UT

2017	한인총회
4월	24~27일,	로스엔젤레스,	CA

전국지도자대회
5월	26~28일,	Honolulu,	HI

Youth	Initiative
8월	1~5일,	McLean,	VA

타인종	목회
8월	7~10일,	시카고,	IL

한인여선교회	전국	지도자	훈련
9월	27~30일,	Nashville,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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