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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여성공동체”
한인여선교회 2017 전국지도자 훈련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매 2년마다
개최하는 전국지도자훈련이 올해도 테네시주
Nashville에 소재한 Scarritt Bennett Center
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렸다. 총
176명이 참석한 이번 지도자훈련은 현 국제정
세 등으로 평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평화와 여성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와 전체 강의, 워크숍과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 참석자들은 다양한 측면의 평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소재 스크랜튼 여성지도자 센터의 사
무총장으로 사역하는 김혜선 목사는 마태복 한인여선교회 2017 전국지도자 훈련 단체 사진
음 13장의 말씀으로 “평화의 씨앗으로서의
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 그리 들이 보통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고 로마서 15장의 말씀으로 “미래를 평화로운 세계로 만들기 에서 정의로운 평화라는 것을 배우고, 왜 평화 안에서 정의롭
위해”라는 제목으로 개인과 공동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 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감리교 여성들이 이때까지
와 그 평화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요소와 노력, 그리고 소 이루어 왔던 정의로운 평화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
망으로 세워지는 평화에 관한 성경공부를 인도하였다. 한인 니다”라고 강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총회 총회장 김광태 목사(시카고제일연합감리교회, IL)와 권
이번 전국지도자 훈련에서 진행된 워크숍으로는 “한인여
혁인 목사(열린교회, CA)도 전체 모임에서 평화에 대한 주제 선교회 선교역사”(김명래 총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조
강연을 했다. 김광태 목사는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한인여선 직과 사역”(김리자 권사), 선교와 사회참여, 그리고 예수 제자
교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평화”라는 주제로 교회의 본질 만들기”(이성옥 여선교회 사회부 국장), “우리는 왜 인종차별
과 사명, 그리고 현 교단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여 문제에 참여해야만 하는가?”(김성실 권사), “선교 역사와 여
성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였고, 권혁인 목사는 평화를 정의와 성들”(권오연 전도사), “개체교회 회칙과 회의 진행법”(이한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묶어 이해하고 그 평화를 실천해 희 장로), “평화의 삶과 사역”(이영희 목사), “예전 춤”(김경
갈 수 있도록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아틀란타베다니한인선교 옥 권사), “오병이어 사역”(함정례 목사, 최미란 사모), “성경공
감리교회 이미숙 집사는 “평화라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사람 부 인도법”(이경신 장로), 몽골선교와 평신도 선교사역”(김경

패널토의 모습

희 권사) 등 다양한 주제들이 제공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중
네 가지를 선택해 참여하였다. 이번 전국지도자 훈련에서 예
전 춤을 맡은 뉴욕베델교회 김경옥 권사는 개회예배에서 한
인여선교회 임원들과 함께 하나님께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감사하고, 여선교회가 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둘째 날(29일) 저녁에는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과
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패널토의가 있었다. 김명래 총무와
권오연 부총무가 진행한 이번 패널토의에는 이경신 장로(한인여
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조직과 간단한 역사), 이한희 장로(한인여
선교회 전국연합회의 필요성 ‐ 개인적, 한인교회적, 교단적인
입장), 김리자 권사(현 회장님으로서,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

회가 왜 다른 조직들 ‐ UMW, 스크랜톤여성
지도자센터, 한인목회강화협의회, 한인총회,
GBGM, Korea WSCS, 등 과 연대해서 활동
해야 하는가?), 이성옥 부국장(UMW 입장
에서 바라보는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김혜선 목사(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나
가야 할 방향과 비전) 등이 발제자로 나와
앞으로 한인여선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혜선 목사는 한
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미래를 위한 한가
지로 방안으로 ‘한인여선교회 회원제’를 제
안하였다. 김 목사는 회원제를 통해 한인여
선교회가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
으며, 앞으로 혹시 다가올지 모르는 혼동과 혼란을 헤쳐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옥 여선교회 부국장은 연합감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여선교회가 훈련 Toolkit 를 만
들고 있으며,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과 전국적으로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소개하
고, 한인여선교회도 미래를 위해 이 훈련에 함께 참여해 달라

전체모임 모습

고 독려하였다. 김혜선 목사는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이 전국
연합회를 통해서 교단과 세상에 소망을 주는 조직이 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말하며 패널을 마쳤다.
이번 전국지도자 훈련에서는 앞으로 2년동안 한인여선교
회 전국연합회를 이끌어갈 신임회장으로 아틀란타한인교회
의 이성은 장로를 선출하였다. 이성은 장로는 “제가 한인여
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게된 것을 하나님과 한인
▶ 4페이지에 계속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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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회 대의원 수 변화 없을 전망
대안은 위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연합감리교회의 최고입법기관 모임인 2020년
중요한 총 인원수 결정에 따라 Graves 목사는 12
총회에서 총회대의원들은 새로 선출되지만, 인원
월 1일까지 각 연회에 대의원의 수를 통보할 수 있을
수는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것이라고 위원회에 말하였다.
10월 7일 총회위원회는 2020년 총회대의원의 총
2016년
총회에서
승인된
법에
따라
인원수를 2016년 총회와 같은 약 850명으로 목표를
총회대의원의 숫자를 결정하는 통계자료는 이제
정했다. 그러나 필요한 마지막 계산 과정 때문에,
총회재무행정협의회에 제출된 각 연회의 저널에
아직 정확한 총인원 수가 발표되지 않았다.
따른다.
총회위원회는 장정의 대의원 규칙에 맞추기
그러나 총회가 그 법안을 승인하였을 때 30
위해 목표 숫자를 반올림 해 올릴 수 있는 법안을
개의 연회는 어떠한 저널도 총회재무행정협의회에
통과했다. 총회 대의원의 절반은 평신도, 그리고
제출하지 않았었다고 Graves 목사는 밝혔다.
나머지 절반은 목회자로 구성된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Graves 목사와 총회재무행정
2016년 총회와 그리고 그 다음 2019년 특별총회는
협의회가 협력하여 세계에 있는 모든 연회들이 가장
864명의 대의원이 참석할 것이다.
최근 정보의 저널들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일해왔다.
총회위원회는 St. Louis에서 개최될 2019년
현재 한 연회만이 저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Graves
특별총회와 Minneapolis에 개최될 2020년 총회를
목사는 말했다.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난 10월 6일에서 8
총회대의원의 총 인원수는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일까지 모임을 가졌다.
위원회는 다가올 다른 변화들에 주목하고 있다.
총회위원회는 2020년 총회에서 입법위원회의
위원회는 총회의 상정 안들과 매일 진행과정을 더욱
숫자를12개에서 14개로 늘이기로 결정하였다.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을
이는 입법위원회로 제출된 모든 안건들에 대해
예비 승인을 하였다.
투표해야 한다는 새로운 필수사항을 충족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인쇄와 배송에 관한 비용을 줄일
안건들을 골고루 나누어 심의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방식으로 총회대의원들은
참고로 2016년 총회에서는 약 1,000개의 안건이
다량의 인쇄 청원안들을 뒤져볼 필요 없이, 자료들을
접수되었다.
자신들이 편한 언어로 손쉽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총회의 총무인 Gary Graves 목사는 “제출된
Brian Sigmon은 말했다. 그는 총회 기간 중 일일
모든 안건을 다루어야 한다는 요건을 최대한 맞추기
켄터키연회
총회
대의원
Jean
Hawxhurst목사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2016
진행과 공천, 그리고 다른 정보들은 기록하는 Daily
위해서, 입법위원회를 늘리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오후세션의 투표예정 안건들과 다른 안건들을 찾아보고 있
Christian Advocate의 편집장이다.
라고 전했다.
다. 총회위원회는 이러한 상호참조 사항들을 디지털 Daily Christian Advocate으로
“우리는 이런 디지털 방식이 유용하고 쉽게
연합감리교회의 헌법에 따르면, 총회는 600
보다 쉽게 만드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의원들이
명에서 1,000명 사이의 총회대의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교단 최고의 정책 문서인 장정 502 목사는 말한다. 이럴 경우에, 장정은 특별위원회에서 총회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조에 따르면, 연회의 평신도와 목회자의 실제 숫자에 총회대의원의 총인원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제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근거해서 총회대의원의 수를 정하는 방식을 정해놓았다.
4년전, 위원회는 총회대의원의 숫자를 약 1,000명으로 Sigmon은 말했다.
모든 연회는 최소 한 명의 평신도와 한 명의 목회자의
총회대의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식에 따르면 총회대의원은 1,300명까지
늘어나게 되어 헌법이 정한 숫자를 넘는다고 Grave

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 모습

줄일 것을 결정했다. 이때 위원회는 비용 절감과, 미국
밖에서 총회를 처음으로 개최할 수 있는 순조로운 길이
되기를 기대하며 채택하였다.
Grave 목사는, 2020년 총회를 위한 예비 예산은 2016
년 총회대의원들 총 인원수에 맞추어
세워졌다고 말하였다.
총회 사무장 Sara Hotchkiss는
대의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약
215,000 달러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Alabama-West 연회 소속이며
위원회 위원 Steve Furr 박사는 2020
년 대의원 수를 2016년 정도 수준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9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므로 대의원 인원 수를 예전
수준으로 정하자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라고 Furr 박사는 말했다.
750명으로 대의원 수를 줄이자는

■ 글쓴이: Heather Hahn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총회위원회는 총회 개최장소와 날짜를 정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매 4년마다 열리며 일반적으로
10일 간 진행되는 총회의 스케줄을 준비하고, 총회의
의사규칙을 제안하며, 다른 실행계획을 돕는다.
위원회의 투표권이 있는 25명의 멤버로는 미국의 5개
지역총회와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필리핀의 7개의
해외지역총회에서 각 한 명씩과, 청소년, 청년, 다음
총회 주최 위원회 위원장과 10명의 다른 위원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총감독회에 의해 추천되며 또한 총회
회의장에서도 추천될 수 있다. 총회에서도 8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한다.
위원회의 다음 전체회의는 2018년 5월 9일부터 12
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장소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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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의 제안 총감독회로
특별위원회 Way Forward
의
제안들을
기다리던
연합감리교인들은
총감독회가
그에 대해 심의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특별위원회의 진행을 맡고 있는
세 명의 감독 중 하나인 Florida
연회의 Ken Carter 감독은 “우리
위원회는 총감독회를 섬기고,
총감독회는 교회를 섬깁니다”고
전했다. Carter 감독은 총감독회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총감독회의
임명을
받은
특별위원회는 9개국에서 온 32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LGBTQ에 대한 교단의
교착상태를
넘어설
방안을
찾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회의
진행자들은
특별위원회의
Commission on a Way Forward는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베를린에서 모였다.
위원들이
아니며,
위원회의
예정이다. Carter 감독은 공보 담당자들에게 특별위원회의
논의들을 중재하는 이들이다. 32명의 위원 중에는
예정된 아홉 번의 모임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올해 새로 선출된 감독 한 명을 포함한 총 9명의 감독이
전했다.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는 모임들을 모두 공개해
포함되어 있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가 한 일들은 총감독회를
“우리는 모임의 초반에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들간의
거쳐야 합니다. 그들은 특별위원회가 한 일을 받아 심의하고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에 대한 틀을 잡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후에 감독들은
라고 Carter 감독은 전했다. “계속 똑같은 방법을
이를 2019년 2월에 있을 특별 총회의 대의원들을 통해
고수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Carter 감독은 전했다.
속담이 있습니다. 총회 때마다 모든 일이 대중에게
Carter 감독은 지난 10월 26일에 있었던 전화 회의를
공개되고 소식이 전달될 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통해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의 기자를 포함한 40여 개의
그는 특별위원회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수밖에
연회와 다른 교단 공보 담당자들과 함께 특별위원회의 진행
없는 사정을 빗대어 표현했다.
과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West Virginia
궁극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교단의
연회의 Sandra Steiner Ball 감독과 은퇴 감독인 David
최고 정책 의결 기관인 2019년에 소집된 특별총회에
Yemba 감독 등 나머지 두 명의 특별위원회 진행자들은
보고되고 논의되면서 공개될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다른 일정으로 전화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총감독회가 2019년 특별총회에 제출한 제안의 마감일은
이 전화 회의의 목적은 “소통의 채널을 높이기 위함”
2018년 7월 8일이다.
이라고 Carter 감독은 전했다.
2016년 총회는 428 대 405의 표결로 “장정에 나오는
특별위원회는 그 여섯 번째 모임을 다음 주 Nashville
인간의 성에 관한 모든 구절을 세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에서 가질 예정이며, 모임 후 한 주 뒤에는 총감독회에 몇
수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지 예비 방안을 제시하여 필요한 검토와 수정을 받을
권한을 감독들에게 부여했다. 총감독회의 실행위원회가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르면 2017년 말이나 늦어도
만든 특별위원회의 임무, 비전, 범위 등은 이 특별위원회가
2018년 초까지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교단의 구조적 변화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있다고 Carter감독은 전했다.
보여주고 있다.
이 전에 있었던 모임들과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교회의 일치와 인간의 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모임도 초청된 이들 이외의 대중에게는 비공개로 진행될
Moving to a new address?
Rev. Jacob(Seung Pil) Lee
Phone (615) 742-5118 | Fax (615) 742-5469
or kumc@umc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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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고를 통해 교단 내 관계의
‘새로운
틀과
구조’까지도
고려하는 우리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특별위원회 역할의
범위에 대한 조항은 명시하고
있다.
전화 회의를 통해 Carter
감독은 교회의 일치를 어떻게
정의 혹은 재 정의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특별위원회가 다루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는 우리가 하나의 장정을
따를 수 있는지, 혹은 지금 우리는
하나의 장정을 따르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라고
그는 전했다.
교단의 정책을 담고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은 1972
년 이래 모든 사람은 존엄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동성애의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후에 교단 총회는 동성
결혼을 주례하거나 동성애 목회자들이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하는 것”이 교회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정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세계의 많은 영역에서 대중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점차 일부의 연합감리교인들은
이러한 교단의 금지 조항을 공식적으로 반대해 왔다.
미국의 서부지역총회는 작년 7월에 스스로 동성애자라
공식적으로 밝히고 집사목사와 혼인 관계에 있는
Karen Oliveto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했다. 교단의
최고 사법기관인 사법위원회는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동성애자 목사의 감독 성별은 교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많은 전통주의적 연합감리교인들은 책임지라고
요구하면서 교단의 분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화 회의에서 Carter 감독은 공보 담당자들에게
연합감리교회가 나아갈 길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결정뿐
아니라 밑바닥부터 세워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견을 잘 조정해 가는 많은 개체
교회들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공보 담당자들에게 다양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다뤄 달라고 당부했다.
■ 글쓴이: Heather Hahn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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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선교훈련

November 2017

세 가지를 확인하다
김호진 목사 GBGM MV Korean Consultant
“위대한 선교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이번 훈련의 표어와
함께 6.79.8.2.30 이번 훈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부모와
함께 참석한 6살 아이에서부터 79살의 어른까지 미국 내 8
개 주와 중국 파키스탄 2개 나라에서 30여 명의 지원자가
모였습니다. 뉴저지의 고즈넉한 가을 속에 10월 25~28일
뉴저지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목사 시무)에서 선교사역자
훈련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사역자 훈련은
총회세계선교부(GBGM)와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협의회의
협동 사역으로 탬파, 하와이에 이은 세 번째 훈련입니다.
3가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열정의 재발견입니다.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전통은 선교에 대한 열정입니다. 선교
받은 나라에서 세계 두 번째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남미와 인접한 미국의 지리적인 이점과 이민자의 삶에서
터득한 타문화 속 생존력과 상생 그리고 돌파력과 창조성은
우리에게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비록

감사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까지 선교지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선교지에서 이것을 확인할 때 선교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30명을 불러 주셨습니다. 모두 다
당장 선교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두도
초대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확인한
선교사역자 훈련은 위대한 선교의 삶으로 내딛는 당찬
첫발자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훈련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강사로 수고하신 쥬디 정 목사(총회세계선교부
부총무), Una Jones(Director of MV), 이승우 목사(선교협의회
회장), 백승린 목사(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 유혁재 목사
(탈라라시연합감리교회), 끝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섬겨주신
체리힐제일교회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교세의 하락이란 아픈 현실을 회피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여전한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현실은
또 다른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
두 번째, 평신도 리더십의 재발견입니다. 할 것이 없어서
선교 가겠다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본인들 일이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로 선교 가겠다는 분들이 아닙니다.
겸허한 순종과 기민한 준비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참가자 중 두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라기보다
간증의 나눔이 맞습니다. 나는 목사라 당연히 하는
거지만 저분들은 안 할 수 있지만 해야 하기에
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감동입니다. 인터뷰하면서 은
받기는 처음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밑바탕에
평신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 재발견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선교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이 평신도 선교훈련 참석자 단체사진

선교의 열정을 지핀
GBGM 평신도 선교훈련
박성균 집사 그레이스벧엘교회, NJ
2017 GBGM(총회세계선교부) 평신도 선교훈련은 선교의
비전을 품은 평신도들에게 은혜로운 모임이었습니다. 특히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는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았습니다.
지난 10월 25~28일 뉴저지 체리힐제일교회에서 열린

평신도 선교훈련은 GBGM가 2016년 4월 하와이 훈련에
이어 한인들을 위해 두 번째로 마련한 것이어서 더욱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선교와 전도의 삶을 갈망하는 평신도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으며 21년간

신문기자로 나름 열심히 살아왔던 저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저는
2001년 미국에 와서 복음을 다시 접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 선교사와 UMC에 빚진 자입니다. 제가

“평화와 여성공동체”한인여선교회 2017 전국지도자 훈련 1페이지에 이어서 ▶

개회예배 중 여선교회 임원들의 워십댄스

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평양에서 첫 전도부인으로 복음
을 전했고, 1903년 최초의 한국여선교회인 ‘보호여회’를 조
직하여 초대회장으로서 섬겼고, 3.1운동 후에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옥고를 치른 김세지 전도
부인의 외손자 며느리인 제가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
장이 되어 그 뜻을 이을 수 있는 여선교회 사역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너무도 뜻 깊은 일입니다”라고 한인여선교회 전
국연합회 신임회장이 된 소감을 말했다. 이성은 장로는 앞으
로 2세 한인여성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
를 피력하며, “100년전 복음을 ‘한국여성이 한국여성을 가
르쳐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한다’는 구호아래 복음과 교

느꼈는데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개인적으
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임원들과 회원들이 함께 여러 사역
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간단한 소감을 전
했다. 김리자 권사는 특히 유라시아에 비닐하우스 농장을 세
운 것을 높이 평가하며, 그러한 선교사역 앞으로도 지속되기
를 희망했다.
참석자들은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전국지도자 훈련의 하
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탤런트 쇼’ 등의 시간을 통해 배움

육사역으로 이름이 없었던 한국여성들의 존재를 찾아주었
듯이, 우리 한인2세 여성들을 복음으로 훈련된 신앙의 지도
자들이 되도록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라고 앞
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지난 2년동안 전국연합회를 이끌어온 김리자 권사는 “제
가 처음에 회장이 되었을 때에는 2년이 정말 긴 시간으로

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3박 4일간의 바쁜 일정을 보냈다. 볼티
모아 에덴연합감리교회에서 온 정해원 성도는 “5번째 참석하
는데 올 때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것 배우고 성장
할 수 있는 것 같아 참 행복합니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 글쓴이: 이승필 목사 |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November 2017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평신도 선교훈련
1970년대 말 다니던 강원도 춘천 중앙감리교회에는 UMC
가 파송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 헌신하신 Judy 선교사 부부십니다. 인자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Judy 할머니 선교사님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Appenzeller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던 1885년 이후에도
수많은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예배와 선교신학, GBGM의 목적과 현황,
문화와 선교의 관계, 선교사 배치와 선교기금 등에 관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접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과
중국에서 각각 선교사와 목회자로 활동하는 두 분의 생생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GBGM의 관계자들과 선교사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선교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대상자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또한 선교는 안수받은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UMC의 파송 선교사 가운데 평신도
비율이 60%나 됐기 때문입니다.
선교 대상 지역에 해외뿐만 아니라 미국도
포함된 것을 보며 선교와 전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절실히 느꼈습니다.
선교와 관련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선교사로
가는 것도 귀한 일이요,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이를 위해 UMC 교회와 교인들이 연합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로 진행되는 귀한 평신도 선교훈련을
준비하신 GBGM의 관계자님들과 이번 훈련을 헌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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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신 체리힐제일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따뜻한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GBGM 평신도 선교훈련에 앞으로 더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선교의 열정이 더욱 뜨겁게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선교의 출발과 목적을 알게 한 훈련
백승희 집사 성요한 교회, MA
GBGM에서 주관하는 평신도 선교훈련(Mission Volunteer
Training). 선교를 배우기 원해 담임목사님께 상의드렸을 때
소개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훈련이었다. 때마침 찾아온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더구나 내게는 같은 관심으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같은 교회 친구가 있었다.
선교훈련 몇 주 전부터 그 자매는 들떠 있었다. 여행
가방에 챙겨 넣을 물건을 탁자 위에 미리 올려놓고 그 날만
기다린다 했다. 설렘에는 전염성이 있는 듯하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자못 기대되었다.
‘선교의 제일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 선교협의회 회장이신 이승우 목사님께서 첫 예배를
통해 전하신 말씀이 심령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주어졌던
참가자들의 자기소개 시간. 주어진 일 분은 자신의 신앙
여정과 선교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을 다 담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해 오신, 그리고 그곳 훈련장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벅찬 감동이었다. 어린 초등학생부터 여든 된
어르신까지, 개개인의 인생은 다른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예수
사랑은 정확히 닮은 꼴이었다.
그룹 성경공부, 선교 신학 강의, 선교지에서의 위기

대처와 문화 충격 극복에 관한
세미나, 연합감리교회 선교 조직에
대한 설명, 현재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의 간증, 실제 상황
역할극 등 주옥같은 프로그램이
훈련 기간 내내 이어졌다. 때로는
이슬비와 같이, 때로는 폭포수와
같이 은혜가 참가자 모두에게 쏟아
부어졌다. 선교지에서 불릴 예수의
이름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 전해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보게게 될
그 능력이 선포되었다.
숙소로 돌아와서도 은혜의 시간은
계속되었다. 사랑하는 지체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했던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대 이상으로
충족되었다. 각자의 얼굴에 마스크 팩을 붙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무색할 만큼 우리의 이야기는 진지했다. 자정이
넘도록 대화하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주 안에서의 사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궂은 주방 사역을 마다하지 않고 산해진미로 우리를
먹이셨던 체리힐제일교회 여선교회의 보이지 않는 헌신,
서른 명도 넘는 일행 전체에게 이 지역의 별미인 필리 치즈
스테이크를 맛보게 해주시고 관광 가이드를 자처하셨던
박용찬 권사님, 늘 환한 미소로 여성 사역자의 롤모델이
되어 주신 쥬디 목사님, 훈련팀 모두를 집으로 초대하시어
정성껏 식사를 마련해 주신 장로님 내외분, 간증을 통해
큰 도전을 주셨던 이 시대의 사도 바울 바나바 선교사님,
독신 여성으로 파키스탄 오지에서 꿋꿋이 사역하시는 권

선교사님, 원활한 훈련의
진행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중에도 늘 뛰어난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셨던 김호진 목사님,
한국 선교역사 강의 중 나무
십자가를 등 뒤에 매단 초기
한국 기독교인을 묘사하시려는
찰나 목이 메어 말씀을 잇지
못하셨던 백승린 목사님,
선교 헌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조심스레 건네심으로 햇병아리
선교사 지망생인 나를 결국
울리고야 말았던 아무개
집사님… 어찌 이분들을 잊을
수 있을지. 그곳에는 배움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번 선교훈련을 통해 내가 얻은 메시지는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였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또한 ‘함께하는 선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고,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조직이 이
면에서 탁월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정 선교지를 고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디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큰 변화인데, 그 다짐이 마음속 생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터뷰를 통해 네 분의 패널 앞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셨다. 그것은 훈련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순종’에 대한 작은 실천이기도 했다.
이 귀한 훈련의 기회를 통해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스태프
여러분들과 참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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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목회 후보자 심의에 관한 입장 고수
연회 안수위원회의 책무에 대한 지난 10월 27일
연회 안수위원회 잠정적 결정의 표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판결에서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사법기관은 목회 후보자의
않았다고 판단했다. 곽 목사에게 2016년 10월 22일부터
모든 자격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전의 입장을 다시
2017년 6월 30일까지 해당하는 사례비, 주택비용, 은퇴
확인했다.
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정당한 보상에 관한 사항도 Schol
Baltimore-Washington 연회에서 있었던 감독의
감독이 판단을 내렸다.
법적 판단에 관한 이 새로운 판결은 연합감리교회의
곽 목사를 변론한 Robert Costello 목사는 구두
사법위원회의 이번 가을 모임에서 성적 성향에 관한 여러
청문회에서 그녀의 다음 파송지를 결정할 권한이 감독과
판결 중 하나였다. 사법위원회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감리사회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휴직이 시작될 때
Los Angeles 공항 근교에 있는 Crowne Plaza 호텔에서
곽 목사는 감리사직에 있었으므로 강제휴직 기간에
모임을 가졌다.
대한 보상은 감리사의 사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사법위원회는 판결문 Decision 1352에서 교단의
주장했다.
규정에는 인가받은 안수사역 후보자의 표결에 관한 필수
그러나, 사법위원회는 곽 목사의 휴직 기간에 알맞은
조건이 없다고 결정한 LaTrelle Easterling 감독의 법적
급여는 2017년 7월 1일 자로 시작된 파송을 기준으로
2016~2020년
회기
사법위원회
위원:
(왼쪽부터)
앞줄:
Deanell
Reece
Tacha,
판단에 동의했다.
맞추는 것이 옳다는 감독의 결정에 동의했다.
N. Oswald Tweh Sr., Luan-Vu Tran 목사. 뒷줄: Lydia Romão Gulele, Ruben T.
이 문제는 2017년 Baltimore-Washington 연회의 Reyes, Øyvind Helliesen 목사, Dennis Blackwell 목사, J. Kabamba Kiboko 목사
사법위원회는 Decision 1355에서 다른 목회자가
목회자 세션에서 안수위원회가 목회 후보자 Tara C.
Delaware Bay 지방의 감리사로 파송되면서 그녀의
Morrow를 안수 승인신청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서 사법위원회는 2016년 9월 1일 이후로 진술에 대한 어떠한 감리사로서의 직위가 2016년 10월 22일 자로 끝났음이
기록이 없으며, 현 주재감독에 의한 조치도 없었으므로, 그 “명확하다”고 명시했다.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경우에
야기되었다.
목사안수 60주년을 앞두고 있던 J. Phillip Wogaman 요청은 가설뿐이라는 감독의 판단에 동의하였다.
“합당한 최소 급여가 곽 목사의 급여를 책정하는데
Denmark와 California-Pacific 두 연회는 각각 교회의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목사는 레즈비언인 Morrow 씨 및 “그녀와 같은 이들”이
교회법에 의해 소외된 것을 이유로 자신의 목사 안수증을 헌법에 있는 “어긋난다”라는 단어에 대한 확인 판결을 내려
Greater New Jersey 연회는 사법위원회에 곽 목사가
달라는 청원을 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연합감리교회 장정의 공정한 절차의 심의 없이 강제휴직에 처해졌는지에 대해서도
반납하기로 했다.
교단의 법전인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사회원칙에는 동성애 관계가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확인 판결을 요청했다. 사법위원회는 Memorandum 1350
있다고 공인한” 이들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인가하고, 목사로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Denmark 연회는 “동성애에 대한 에서 이 사항이 아직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을 위한 법원의
질문이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적 기준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심의 전에 먼저 필요한 사법적 항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안수를 주거나 교회에 파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교단의 최고 사법기관은 이 결정에서 목회 후보자는 라고 주장했다. California-Pacific 연회도 총회가 “현재 적었다.
안수위원회의 3/4의 찬성 표결을 받아 서면으로 추천되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립된 교리의 기준과 상반되는 새로운
함을 지적하며, 이는 목회 후보자가 장정의 기준을 기준 혹은 교리적 규준”을 세우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제한
사법위원회의 다른 결정들: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안수위원회는 깊이 있고 폭넓은 규정”을 인용하였다.
 파트타임 파송을 발안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 판단을
그러나 사법위원회는 연회들이 그러한 판결을 요구할 수
관점에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자격 심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하는 Greater New Jersey 연회의 요청은 “정당한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요청이 아니다”라고 공표했다.
사법위원회의 판결에 “안수위원회는 자격이 되지 않는 전했다. “사법위원회는 연회가 제기하는 질문 중 연회나 연회의
 Western Pennsylvania 연회 기간 동안 상정된 두 개의
후보자들을 목회자 세션에 추천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사역과 관련이 없는 판결요청에 대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청원안에 대해서 감독이 내린 행정적 판단을 검토할
“목회자 세션은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목회 고 위원회의 Memorandum 1347과 Memorandum 1354를
권한이 없다고 전하면서, 그러한 행정적 판단을 기록에
통해 밝혔다.
후보자를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
남기는 “보다 나은 방법”을 추천했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2017년 South Carolina 연회기간 중에
사법위원회는 2017년 Iowa 연회의 세션 중에 한 여성
 Alaska 연회가 제기한 헌법의 이슈에 대한 확인 판결
목회자가 제기한 법률 확정 요청에 대해 “이미 이전 주재감독에 감독이 내린 결정은 행정적 결정이었기에 고려할 “권한이
요청에 대해, 이러한 요청이 연회의 사역과 밀접한
의해 종결되고 마무리된 항의 절차를 다시 송사하려는 명백한 없다”고 전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재편성과 탈퇴 결의”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다룰 필요가
대해 감독이 규칙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시도”라고 명시했다.
없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사법위원회는 Memorandum 1356에서 그러한
사법위원회는 판결문 Decision 1351에서 2016년 Iowa
연회 기간에 “스스로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Anna 요청은 연회의 일반적 논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고
사법위원회 두 명의 대체 위원인 목회자 수석 대체 위원인
Blaedel 목사에 대한 고소 절차를 Iowa 연회의 현 주재 전했다. Memorandum은 “연회가 연합감리교회로부터 탈퇴를 Timothy Bruster 목사와 평신도 수석 대체 위원인 Warren
감독인 Laurie Haller 감독이 재개할 권한이 없다는 결정에 결의하거나 탈퇴를 연구하도록 교단총회에 청원하는 것은 Plowden Jr. 씨는 이번 사법위원회 모임 기간 중 일부 판결
대해 옳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제소는 2016년 8월 30일, 연회의 일반 논의사항도 아니며, 될 수도 없다”고 명시했다.
과정에 대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사법위원회는 10월 24일에 두 번의 구두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연회 주재감독인 Julius C. Trimble 감독에 의해 기각된
2017년 10월 사법위원회 모임의 모든 결정은 사법위원회
바 있다. Trimble 감독은 “문책 서신”을 그녀의 프로파일에 이 두 번의 청문회 모두 2017년 Greater New Jersey 연회에서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on the Judicial Council
감리사직을 수행했던 곽지선 목사의 강제휴직에 관한 감독의 website).
첨가하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률 판단 요청으로는 Blaedel 목사가 자신의 성적 법률 판단과 관련된 청문회였다.
John Schol 감독은 정회원 목사의 자발적 휴직에 대한 ■ 글쓴이: Linda Bloom | UMNS
성향에 대해 공적인 진술을 한 것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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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한인 이민교회/다민족교회

이근섭 목사 부부와 Mike Pratt 목사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 이민교회들이 미국교회의 건물을
빌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가
미국에서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미국교회의 담임목사로 목회를 할 때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소규모의 학원 목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회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학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정식회의를 거쳐 허락을 받아, 오전에는
미국 목회를 하고 오후에는 학원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목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건물 유지비를 헌금하기
시작하였고, 학생들만이 아닌 일반 이민자분들도 저희
목회에 참가하면서 교인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인 수가 적었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지만,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미국 교인들 사이에, ‘혹시 이러다가 교회 건물을
한국 이민 교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하는 소문이 돌면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입장이 참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인 총회에서 한인 목회와 미국 목회가
공존하는 것으로 다수결로 결정이 났지만 이러한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저는 미국 담임 목사로 또 제 아내 이미란
목사는 한국 유학생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른 곳으로 내 보내야 하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물색하던 중에 United
Methodist Children’s Home Complex에 있는 작은 채플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학원 목회를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작은 채플이라 점심 친교를 준비할 싱크대도
없어서 친교 준비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조금 더 큰 교회를
빌려 옮기고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Bethel Rd.에 위치한
미국 교회, Bethel United Methodist Church(현재 Bethel
Int’l UMC)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Rent를 거부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학원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옛 추억이라 “그때는 그랬었지”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었는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건물 사용 신청을 거절했던 Bethel UMC에 제 아내와 신학
대학원 동창인 Mike Pratt 목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다민족 목회(Multicultural Ministry)에 대해서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한인 교회와 미국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Merge’라는 단어 대신에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가 다민족 목회를 위하여 ‘결혼한다’라는
의미로 ‘Marry’라는 단어를 쓰기로 하고, 미국 교회 대표
12명 그리고 한인 교회의 대표 12명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Fellowship을 통하여 서로를 알아가면서 다민족 목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일 년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
년 6월, 총회를 열어 다민족 목회를 위해 한인 교회와 미국
교회가 합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미국 교회
이름까지 Bethel UMC에서 Bethel International UMC로
한인 교회는 은혜교회라는 이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기도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주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재정도
합쳐 있습니다. 사실 교회 재정을 합친다고 했을 때 미국
교인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미국 교회가 모든 교회

저는 이렇게 세 교회가 “함께” 예배를 보는 다민족 교회가,
단순히 건물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넘어 초대 교회의 모습인
“오순절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좀 더 시설이 크고 좋은 교회를 우리가 빌려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미국 교회를 빌려서 건물
사용료를 내고 예배를 본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다민족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지금
베델교회의 모습은, 서로 다른 곳에서 와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강림을 통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던 오순절 교회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비전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 남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민
교회가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 마음을 열고 미국 교회뿐 만이
아닌 소수 민족 교회와 손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Bethel International UMC(은혜교회) 전교인 단체 사진

재정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교회 재정이 더 든든해질 것이라고
결론이 내려 교회 재정도 합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네팔 난민 교회가 우리들과 같이 예배를
보게 되면서 다민족 교회로서의 면모를 좀 더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직 네팔인 교회는 교회 재정까지 합친 것은
아니지만 네팔인 회중 헌금 십일조의 십일조를 감사헌금으로
Bethel International UMC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Rent가
아닌 ‘헌금’으로 하는 것으로 세 교회가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총 4번에 걸쳐서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1. 아침 9:00 English Traditional Service
2. 아침 11:00 English Contemporary Service
3. 아침 11:00 Korean Blended Service
4. 오후 1:00 Nepalese Worship Service

Note: 삼위일체의 다양성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된 주님의 몸 된 교회도 다민족의 다양성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열방을 향한 건강한 다민족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의 지경을 넓히고 키우며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 갑시다. 건강한 아이는 자라듯이 건강한 교회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19~20)
■ 이근섭 목사, 원로 목사 | Bethel Int’lUMC,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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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2018년 4년차 대회 안내
4년마다 열리는 세계 감리교 여선교회
대회가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에서 2018
년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모임은 여선교회 150주년 모임으로 그
의미가 크다. 아래 편지에 있는 온라인
주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올 2017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
안으로 등록하시면 $295(점심 2번과
워크숍 포함)이며, 그 이후는 $330(편지로
등록할 경우 포함).
 호텔은 각 연회에서 지정한 곳을 찾아 개인이 예약해야 한다.
 우분트 서비스데이 5월 17일 오전 9시~오후 3시($60 등록비 추가)
 장학금 신청은 12월 1일까지 온라인에서 다운 받아 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다.

2017~2018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
2017 청년컨퍼런스/2030 Conference
11월 22~25일
Chicago, IL

아래 편지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장인 Shannon Priddy 메시지를 번역한 것이다.
여선교회 회원들께,

2018 Growing Church Conference

여성들이 단합하면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일어납니다.

2월 5~8일

2018년에 열릴 4년차 대회는 연합감리교회 여성회원, 새로운 친구, 파트너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21세기의 여성,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기 위한 포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150년의 역사 동안 조직하고 봉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여성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정의의 사역으로 우리 서로와 교회 지도자들 및 파트너들과 더 깊은 관계를
쌓으며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도전받기를 기꺼이 원할 것입니다. 4년차 대회는 지역 사회 건설, 행동을 위한
훈련 및 미래를 위한 비전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as Vegas

우리 교회와 세계 변화를 위한 특별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2018년 5월 18~20일에 열리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4년차 대회에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카라과

2018 4년차 대회는 믿음의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강력한 제자훈련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제와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 영감을 주는 연설자들, 실제 체험 전시회, 집중 워크숍 및 타운 홀 스타일의 회의를 통해
회원들은 대담하고 열정적인 150년 사역의 한 부분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 용기와 결심을 하고 4년차 대회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속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은 주위의 한 사람을 4년차 대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등록은 2017년 9월 1일에 시작되며 조기등록 할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umwassembly.org에 가서 등록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SHARE 페이지로 가면 있습니다.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e Power of BOLD” Assembly in Columbus!
콜럼버스에서 열릴 “담대한 힘” 4년차 대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2018 평신도 지도자 선교대회
2월 12~16일

2018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4월 9~12일
아콜라연합감리교회, NJ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2018년 4년차 대회
5월 17~20일
콜롬버스, OH

Sincerely,
Shannon Priddy, UMW President

2017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자 정보 업데이트 안내
연합감리교회 공보부는 전체 한인목회자의 파송 및 개인정보를 업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의 파송은 대부분 연회가 열리는 6월까지
결정이 나서 7월 1일부로 새로운 임지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
다. 미국 내에는 280여 개의 한인연합감리교회와 약 900여 명의 한
인목회자(은퇴 목회자 포함)가 있고 이 중, 400명이 넘는 한인목회
자들이 타인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연회별로 감독이 목회자 이동을 결정하는 특성 때문에 각 연회
에 속해있는 한인교회의 목회자 이동이나 타인종 목회를 하는 한

인목회자들의 이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연
합감리교회 공보부에서는 지금까지 새로운 파송을 받으신 목사님
들과 새로운 목회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알리고자 합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자 중 새로운 파송을 받으셨거나, 이메일이
나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변동이 있으신 목회자께서는
http://www.koreanumc.org/contact/appointments의 양식을 이용
해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메일 kumc@umcom.org로
정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하셔서 정보의 업데이트를 통해 교단의 뉴스와 기타 리소
스를 신속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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