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강조하며, 현지

인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양성과 장기계

획과 전략을 세워 선

교를 효과적으로 이

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

인 2세인 유라이아 지

방 김안드레이 감리

사는 이어진 주제강

의를 통해 러시아 선

교의 탄생과 유아기, 

성장과 성숙기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며, 현지인의 입장에서 선교하

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예를 들어 강조했다.

마지막 날에는 이번 선교대회 주제 “선교 어디로 갈 것인가?”에 관

한 패널토의가 있었다. 이 토의의 패널리스트로는 신규석 목사(그린빌

연합감리교회, SC), 홍성국 목사(몽고메리주님의교회, AL), 김유진 목

사(와싱톤한인교회 부목사, VA), 조정근 장로(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TX), 장찬영 목사(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MI)가 참가하였고 장

찬영 목사가 패널을 인도하였다. 개체교회 선교의 다음 단계를 생각

해 보는 이 토론은 선교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열정을 되살리고, 각 교

회의 다양한 연령층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선교를 위한 교

육과 지도자 양성 등의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다양

한 논의가 있었다.

선교대회 기간의 여러 예배에서도 선교에 대한 도전과 선교로 열어

가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김광태 목사는 개회예배 설교에서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사명으로 교회가 연합하여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둘째 날 아침 경건회에서 조영철 선교사

(러시아)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선교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선

교란 오병이어를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마지막 날 아침 경건회에

서 문성철 선교사(태국)는 영적 건강의 적신호는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자

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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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인연합감리교

회 선교대회가 디트로이

트한인연합감리교회(장

찬영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9월 12일부

터 14일까지 “선교, 어디

로 향할 것인가?”라는 주

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

에는 디트로이트한인연

합감리교회의 짜임새 있

는 준비에 걸맞게 37개 교

회에서 230여 명이 참석

하였고, 10명의 해외선교

사들을 포함한 13명의 선교와 관련된 사역자가 초청되어 교회와 선교지

의 선교사역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앞으로의 협력과 효과적인 사역을 위

해 논의하였다. 선교사와의 만남과 주제강의 그리고 저녁마다 열린 선교 

부흥회 등 실질적이고 다채로운 여러 프로그램에 비해 다소 짧은 일정이

었던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기존 한인교회의 선교 패러다임을 분석하여 

미래 선교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선교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후원과 

교회협력 등의 방안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이번 선교대회를 위해 초청된 해외 선교사로는 김승돈 선교사(아이티), 

김영선 선교사(탄자니아), 김영모 선교사(볼리비아), 김유민 선교사(카자흐

스탄), 문성철 선교사(태국), 원두우 선교사(이스라엘), 이누가 선교사 (과테

말라), 조영철 선교사(러시아), 조진희 선교사(몽골), 최재형 선교사(필리핀) 

등이 있다. ‘원바디’의 남궁태석 목사와 ‘국제기아대책’ 정승호 목사도 참석

하였다. 선교사들은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로비에 마련된 부스 테

이블에 각각 자신들의 사역지를 나타내는 물건들을 전시하며 선교지 상황

과 사역을 소개하였고, 선교대회 참석자들은 쉬는 시간에 수시로 선교사

들의 부스들을 방문하여 선교지의 소식을 직접 선교사들에게 설명 듣고, 

교회와의 선교협력 등에 관해 얘기하는 기회를 가졌다.

둘째 날 오후에는 참석자들이 선교사와 본격적인 만남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선교 사역지 두 곳을 미리 선택해 각기 지정된 교실로 나뉘어 

선교사로부터 선교지 상황과 구체적인 사역내용, 그리고 협력 방안과 문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1시간씩 두 번 모였던 선교사의 만남 시간에는 참

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질의·응답으로  예정된 시간이 넘어 진행

되었다. 선교대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선교사와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

회가 사역을 이해하고 선교지와 연결될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입

을 모았다.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또한 현재 교단에서 진행 중인 구체적인 선교 

상황에 대한 정보와 한인교회 선교의 분석과 비평 그리고 방향을 제시

하는 발표와 주제강의가 이어졌다.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부총무 

쥬디정 목사는 교단 차원 136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선교 현황을 참

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세계선교부의 선교방향과 개체교회와의 협력방

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신경림 웨슬리신학대학원 부총장은 주제 강

연을 통해 기존 한인교회들의 선교 추세인 “빨리빨리”의 부작용, 경쟁과 

분열, 선교사 탈진 등 여러 선교지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선교는 속도

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 학생들을 위한 2016년 2030 
컨퍼런스가 11월 23~26일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는 2030 컨퍼런스는 우리 교단과 

개체 교회들의 도움과 후원 아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넘어서 다양한 교단
과 지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하는 전국적인 대회
가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없다고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지만 2030 컨퍼런스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자기 삶을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만
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 젊은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Here and Now”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어보려
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는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

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거나 중
요하게 여겨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 신앙은 개
인적인 영역에만 머무르게 됐고, 신앙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
해서는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
한 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현실을 새롭게 보
도록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비
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할 청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가 되는 일에 헌신할 청년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2016년, 2030 컨퍼런스 대회장
오치용 목사, 예수사랑교회(IL)

2030 Conference 등록 안내
 날짜: 11월 23일(수)~26일(토)
 주제: “하나님 나라 - Here and Now”
 장소: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655 East Hintz Rd. Wheeling, IL 60090
 숙소: Crown Plaza Hotel - Northbrook
 2875 N. Milwaukee Ave., Northbrook, IL 60062
 등록: www.2030conference.com 
 문의: info@2030conference.com( 208.820.2030)
 등록기간 및 회비

1차 등록  10월 초~10월 31일, 1인당 $160, 가족 $320, 자
녀 1인당 $30 (만 4세~Youth), Commuter: $60(만 4세부
터 Youth까지 자녀들은 교육부에서 담당합니다)
2차 등록  11월 1~20일, 1인당 $190, 가족 $380, 자녀 1인
당 $30(만 4세~Youth), Commuter: $60

2016년
2030 CONFERENCE

▶ 3페이지에 계속

2016 선교대회 단체사진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예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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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떠나는 마지막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된 9월 27일 예배에서 

사람들은 “시원섭섭함”을 얘기했고,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는 뉴욕

에서의 감리교 선교의 깊은 역사를 기념하였다.

세계선교부 Thomas Kemper 총무가 인도한 기념 예배는 200여 

년 동안 뉴욕과 세계 곳곳에 감리교 헌신으로 맺어진 “풍성한 열매”

를 상기시켜주었고, 475 Riverside Dr.에 있는 Interchurch Center에 오

랫동안 상주하는 동안 초교파적 파트너십이 조성되었음을 언급했다.

“우리가 앞으로도 뉴욕에서 선교와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많은 길

이 있습니다”라고 Kemper 총무는 서약했다.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는 Interchurch Center에 1959년 ‘Meth-

odist Board of Missions’라는 명칭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본부로 사

용해 왔다. 2014년 10월, 기관의 이사회는 미국 본부를 애틀랜타로 이

전하고,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지역 사무실을 두

는 것을 투표 결정했다. 1939년부터 2012년 총회 때까지 세계선교부 

산하 기관이었으며 뉴욕의 사역 역사상 가장 친밀한 선교기관이었던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뉴욕에 그대로 남겨질 예정이다. 최근에 여

성부(Women’s Division)로 단독기관이 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여전히 선교와 관련한 사역은 세계선교부와 할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Harriett Olson 총무는 예배에서 섭섭하

고 아쉬운 변화의 순간들은 곧 “새로운 일의 시작”과 기회로의 순간

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일하시므로 우리는 변화 합

니다”라고 그녀는 모두에게 말했다.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분이 바

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는 곳으로 나

아갑니다.”

세계선교부가 Interchurch Center를 공식적으로 떠나는 날은 11월 

1일이지만, 임시로 작은 사무실을 유지할 예정이고, 유엔 관련 일을 위

해 몇몇 사무총장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애틀랜타 본부 사무실은 이미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고, 공식 이

동 초청을 받아들인 많은 직원이 벌써 이주한 상태이다. 사무지원 직

원 39명을 포함한 다른 나머지 뉴욕 직원들은 초청을 받지 못했다.

감리교 선교 뿌리
미감리교 선교회(The Missionary Society for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는 1819년 4월 5일 뉴욕 시에서 조직되어 1820년 

총회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교회 선교부가 연합감리교회 

출판부 전신인 감리교도서출판회사(Methodist Book 

Concern)와 처음에 200 Mulberry Street에 위치한 사무

실과 그 후 맨해튼에 위치한 150 Fifth Avenue의 사무실

을 공용하게 되었다.

1939년에 남과 북 미감리교회가 통합된 후 출판부는 

내슈빌로의 이주를 고려했지만, Arthur J. Moore 감독이 

첫 회장으로 선임되었던 선교부 사무실은 뉴욕의 5번가

(Fifth Ave)에 남기로 했다.

Interchurch Center의 오랜 상주는 선교부에게 다른 

개신교 교단들과 초교파 그룹들과 교류하는 많은 기회

를 제공했다. 뉴욕 문화의 다양성 또한 기관이 많은 다

른 배경과 언어를 포함한 직원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

을 주었다.

연합감리교회 John McCullough 목사는 Interchurch 

Center에 있는 초교파 파트너 그룹 중 하나인 Church 

World Service에서 일하게 된다.

세계선교부의 직원이었던 McCullough 목사는 예배시간에 세계

선교부가 뉴욕과 전 세계에 “놀라운 증인”이 되어왔음을 축하했다.

“이 기관이 여러 방면으로 깨짐과 절망의 경험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이 건물에 불러들이는 역할을 

감당한 바로 그 기관입니다”라고 그는 선언했다.

McCullough 목사는 뉴욕으로부터의 이주는 “연합감리교회 내에

서 선교의 정체성을 통하여 교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온 위대한 

사람들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파트너십과 재해 구호
Interchurch Center에 사무실이 있는 연합감리교회 도시사회부 

사무총장인 Bill Shilladay 목사는 Kemper 총무와 선교부에게 뉴욕

연회와의 협력 프로젝트들을 포함한 지난 수년간의 파트너십에 감

사의 마음을 전했다.

뉴욕의 개체교회들은 교단으로부터의 기금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

오는 기관 직원들의 “능력과 재능”의 혜택도 입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총회세계선교부와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가 

9/11 후에 함께 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 가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

니다”라고 Shillady 목사는 말했다.

그 당시, 그는 “목회적 도움, 보살핌, 열정, 그리고 걱정으로 달려

온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UMCOR)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수

백 명에게 보살핌을 베풀어 줄 수 있었던” 장소가 되었던 맨해튼 북

동부에 위치한 Park Avenue 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였다.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는 9월 11일 테러공격 후 가족과 직장 

동료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은 뉴욕과 뉴저지 사람들의 충족되지 못

한 필요를 위해 5년간의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구호

기관은 또한 뉴욕과 뉴저지 연회들과 함께 허리케인 샌디(Hurricane 

Sandy) 구호에 함께했다.

예배의 끝 순서로 “축도”를 했던 새 감독 Thomas Bickerton 감

독은 뉴욕연회에서 사역할 것이다. 교단의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

들기(Imagine No Malaria)와 관련하여 세계선교부와 오랫동안 파트

너를 유지하며 일했던 Bickerton 감독은 앞으로 4년 동안 기관의 이

사로 임명되었다.

■ 글쓴이: Linda Bloom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뉴욕을 떠나는 ‘시원섭섭함’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도 평화위원회 정기총회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사

흘간 위스컨신에 위치한  Wesley Woods Retreat Center

에서 열립니다. 금번 정기총회에서는 “평화와 정의사역: 한

반도에서 목회지까지”라는 주제의 평화학교와 함께 평화

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사업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와 북방선

교,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여, 어

떻게 평화위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를 토론하는 자

리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남북의 분단상황과 이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정

세는 갈등과 대치로 인해 평화와 화해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땅의 평화와 화

해를 위해 수고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정기총회는 이를 위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현

재의 고민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

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분의 참여와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바쁜 목회 일정에도 평화위원회의 정기총회에 참

석하시어, 우리 조국과 교회,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소 이동과 공항 픽업을 위해 항공편은 가급적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11월 7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도착

하셔서, 11월 9일 오후 4시 이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예

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yokin@gmail.com으로 참석 

여부와 함께 항공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

의는 권혁인 목사  (510) 529-9109 혹은 우경아 목사 

 (630) 310-1277로 하시면 됩니다. 

평화위원회 위원장 장위현 목사 드림

 등록비는 $100입니다.

 항공보조와 장학금 신청은 참석 여부와 함께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평화위원회
평화학교 및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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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목회강화협의회
2017-2020회기 사역 시작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이하 한목협)가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시카고 쉐라톤 시카고공항 힐튼호텔과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

회(담임: 김광태 목사)에서 열린 2016년 정기 연례회의로 2017~2020

회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보라 내가 새 일을 행

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주제로 삼고 열린 이번 정기 연례회

의는 지난 회기의 열매들을 축하하고, 이어지는 회기의 새로운 사

역들과 지속되는 사역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진지한 논의와 협

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새로운 회기에는 한목협 위원진의 변동이 있었다. Grant 

Hagiya 감독(California-Pacific 연회), 김광태 목사(한인연합감리교

회 총회장), 김동윤 장로(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손미애 권

사(윌셔연합감리교회), 김한성 목사(와싱톤한인교회), 김지나 감

리사(뉴저지연회), 그리고 Jonathan Park 목사(샌디에고한인연합

감리교회) 등이 2017~2020회기의 새로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수

요일 저녁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 있었던 개회예배에서

는 지난 11년 동안 한목협 위

원으로 섬겼던 양훈 장로(뉴

저지연합교회)와 8년을 섬겼

던 이성현 목사(샌디에고한

인연합감리교회) 그리고 한

인선교총무로 3년 사역했던 

김한성 목사의 헌신과 공로

를 치하하고 축하하는 의미

의 감사패 증정 시간이 있었

다. 한목협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는 “양훈 장로님, 이성현 

목사님, 그리고 김한성 목사

님의 아낌없는 헌신을 통해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한 한

목협 사역의 기반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그 기반으로 

지속적인 열매가 풍성히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감사

의 인사를 전했고, 한목협 회장인 정희수 감독(위스콘

신연회)이 감사패를 한 사람씩 증정하며 치하하였다.

이 예배에서 정희수 감독은 설교 말씀을 통해 한

목협의 사역을 위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주님과 파트너가 되어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우리 때

문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사역을 이어가자”고 독려했

다. 성찬식에 이어 개척교회 소개 순서에는 한목협

과 위스콘신연회의 협력과 지원으로 2년 전에 개척

된 매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목사)의 사역을 

소개하고 개척 2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명

훈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속

한 지역 대학의 한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

을 동영상으로 소개했다. 돋보였던 사역으로는 여름

방학 동안 학생들의 짐을 맡아주는 짐 보관 사역이

나, 공부를 마치고 떠나는 학생들의 가구들을 가구

가 필요한 새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가구 사역, 그리고 수험생

들에게 삼각김밥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

들기’ 등에 판매금을 보내기 위한 “A를 부르는 삼각김밥” 사역 등

이 있다. 한 목사는 한목협과 연회의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하며,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사역을 해가고 있다고 말하며, 앞

으로도 교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기도를 참석

자들에게 부탁했다.

다음날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 회기의 간단한 보고와 함께, 

2017~2020회기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장

학순 목사는 미리 배부된 회의 소책자에 있는 지난 회기의 재정과 

사역에 대해 설명하였고 위원들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재정운영과 

사역을 이끌어온 장 목사의 노력과 헌신을 치하했다. 장학순 목사

는 또한 새 회기의 프로그램 예산이 교회개척사역에 35%, 리더십개

발 사역에 30%, 차세대 사역에 25%, 그리고 정의사역과 세계선교 사

역에 10%로 분배하여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장 목사는 “그동안

의 골격과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되 2017~2020회기에는 정의

사역과 선교분야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정의사역으

로는 이민자 문제, 한반도 평

화문제 등을 추가해서 지원분

야를 검토할 예정이고, 또 화

해사역과 영성훈련 등 건강한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도 추가

해 갈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

다. 추진될 새 회기의 계획에 

따르면 교회 개척 안으로 3~5

년 이내에 자립을 목표로 12개 

한인교회 개척과 재개척을 추

진할 예정이고, 성숙한 교회로

의 성장을 위한 양육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

다. 새 회기의 차세대 사역도 

한목협 소식

5개 영어 회중 개척과 소그룹 리더훈련, 그리고 평신도 지도력 향상

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진행될 것이다. 또한, 교회개척을 

위해 한목협의 재정지원 이외에 한인교회와 여러 연회에서 추가지

원을 확보할 방안도 지난 회기에 이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타인종 목회자, 한인여교역자회, NEXUS, 여선교

회, 남선교회, 한인총회 등 각 연대기관의 사역보고와 협력방안들

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3가지의 사역에 관

한 소그룹 토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본인의 관심이나 경험 등을 

토대로 International Mission/Glocal Mission, Me & Mom, Fund 

Development/Capital Campaign 등의 3개의 논의 그룹으로 나뉘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 후 논의되었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International Mission/Glocal Mission에 

대해 논의했던 그룹에서는 세계적이며 지역적인(Glocal) 현재 상황

에서 한인공동체가 현재의 사역들을 돌아보아 필요한 사역들이 어

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사역과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참석자들과 나누었다. 몇 개의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Me & Mom’에 대해 논의했던 그룹은 젊은 부부

들을 위한 사역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여러 교회에 지도 보급해 

생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나누었고, Fund 

Development/Capital Campaign 그룹은 한인연합감리교회 미래를 

대비하는 기금 조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각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들은 내년 2월이나 3월에 열리는 한목협 실행위원회에서 태

스크 포스를 발족하여 실행해 갈 예정이다.

장학순 목사는 “우리 앞에 여러 쉽지 않은 사안들이 놓여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목협과 한인공동체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초석이 되어 한인공동체뿐 아니라 

전체 연합감리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또한 회기를 시작하는 소감을 전했다. 한인목회강화

안은 2000년 교단총회에서 처음 인준되어 매 총회에서 재 인준되어 

왔으며, 장학순 목사는 2005년부터 11년째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 

사무총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 글쓴이: 이승필 목사 |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첫날 저녁 선교 부흥회에서 정희수 감독(위스콘신 연회)은 선교

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

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주라

면 주고, 가라면 가는 우리가 되자”고 선포했다. 

둘째 날 저녁 선교 부흥회에서 김승돈 선교사(아이티)는 선교사

로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선교는 목적이 분

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교사를 돕는 선교에는 한계가 있으며, 

선교사역을 돕는 선교,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선교를 하자고 독려했다. 

폐회 예배 설교에서 이승우 목사(선교협의회 회장, 워싱턴감리교

회)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어 반응이 우

리에겐 늘 우선이라고 전제하고, 반응에 민감한 자가 아닌 복음에 

민감한 자가 되어 선교에 매진하자고 독려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협의회는 매년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있

으며, 실제 선교지 현장에서 개최하는 선교대회를 3년하고, 4년에 

한 번은 국내에서 선교대회를 할 예정이라고 선교협의회 임원진은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메시지를 통해 알렸다. 그 메시지에 따르면 선

교지에서의 선교대회는 국내 선교대회와는 달리 현지 상황으로 인

해 100명 이내로 참가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므로 선교지에서 

열릴 내년 선교대회 공지가 되면 서둘러 등록해 주기를 당부했다. 

내년 선교대회가 열릴 선교지는 미정이다. 

■ 글쓴이: 이승필 목사 |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한목협 단체사진

전체 회의 모습

감사패 증정 후 기념사진

“선교, 어디로 향할 것인가?” 2016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1페이지에 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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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ous Life

많은 사람이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Malawi 한 마

을에서, Scott McKenzie 목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진실한 

관대함을 경험하였다. 

“2000년대 초반 Malawi에서는 극심한 기근과 AIDS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절한 상황에 부닥쳐 있었습니

다. 그 마을 목사는 심지어 굶어 죽기까지 했습니다”라고 McKenzie 

목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

McKenzie 목사 일행이 떠날 채비를 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배웅하러 나와 “춤을 추고 노래하며 우리에게 선물을 전해 주었습

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선물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자신들도 모

두 굶고 있던 상황이고, 목사 

또한 굶어 죽은 상황인데, 그

들은 우리에게 음식을 주었습

니다!” 

McKenzie 목사와 일행들

이 그 선물을 애써 사양하고 

있을 때, 통역하는 사람이 일

행들에게 “여러분이 와 주심에 

대한 저들의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음식을 꼭 받으셔야만 

합니다. 저들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라고 말

했다.

“우리 일행은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

다”라고 McKenzie 목사는 말했다.

Horizons Stewardship 회사의 상무인 McKenzie 목사는 감사함

이 진정한 넉넉함을 불러 일으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감사로 응답하십시오
그는 “넉넉하게 드림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고 전한다. “내 인생 전부가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에게

서 온 선물이라고 볼 때, 내가 가진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

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

을 가질 때, 나누고 싶은 마음이 

깊어집니다.” 

청직에 관한 기고와 자문을 

하는 Betsy Schwarzentraub 목

사도 McKenzie 목사의 생각에 

동의하며, 넉넉함이란 “태도이며 

습관”이라고 덧붙인다. 

“넉넉하게 드림이란 하나님의 

넉넉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자신을 내어 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하

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와 소유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라

고 그녀는 말한다.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청직부의 전임(前任) 디렉터였던 

Schwarzentraub 목사는 넉넉하게 드림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은

총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간주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

게 경험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

로 응답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Schwarzentraub 목사는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한 웨슬리의 주
요 서술은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한다. 넉넉하게 드림에 대한 

웨슬리 목사의 이러한 생각은 “좋은 일을 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다”
는 감리교 신도회의 원리와도 맞물린다고 덧붙인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
Schwarzentraub 목사와 McKenzie 목사는 요한복음 3:16이 하

나님의 넉넉하심에 대한 가장 근본이 되는 성서적인 예라고 생각

한다. 

“하나님의 본성은 넉넉하심입니다”라고 McKenzie 목사는 말한

다. “하나님은 분명히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믿는

다면, 우리 또한 넉넉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

다. 이러한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

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드리도록 지음

을 받았습니다.”

Jim and Nancy Cotterill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넉넉함 [World-Changing Generosity(iUniverse)]

이란 책에서, 성경에는 “주다/드리다”라는 단어가 

921회나 언급되며, 예수의 비유 38개 중 17개가 

드리는 삶과 관련 있다고 적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드려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와 고아와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사랑을 입증하라고 가르쳤다”고 적었다. 

펜실베니아 주의 South Gibson 연합감리교회 Cathy Wilcox에 

의하면,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넉넉함

의 한 예라고 말한다.

“넉넉한 삶의 자세란 자신의 삶과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모습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때로는 재물을 나눠야 할 때가 있고, 재능이나 영적 은사를 나눔

을 의미하기도 됩니다. 또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다

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를 듣고 보는 것이며, 아무 말 없이 잠잠히 들어주는 것도 넉넉한 삶

의 나눔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Erie 연합감리교회에 출석하는 Gordon 

Evans는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한 나눔에 장애가 되는 그 어떤 요인

도 없애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고백한다.

Evans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해 생
기는 두려움, 친구나 가족들의 눈에 바보같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두
려움, 실수를 저지르는 데 대한 두려움 등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해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사랑 가운
데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도와주며,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사랑으로 
우리의 시간과 사랑과 재물 등을 담대히 드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라고 말한다.

감사함은 넉넉함을 불러일으킵니다
McKenzie 목사는 넉넉한 마음을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감사

함을 먼저 일구고 넉넉해지기 위한 작은 일부터 먼저 시도해 보라

고 격려한다. 

“다른 이들이 넉넉함을 진정으로 실천하기 원하신다면, 그들에

게 먼저 감사를 실천해 보라고 권하십시오”라고 그는 전한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매일 어떤 것들이 고마운지 글로 적어볼 때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커진다고 한다. McKenzie 목사는 감사하는 

습관이 기도와 열린 마음과 함께 어우러져 더욱 넉넉하게 나눌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마음을 열 때 삶의 모든 면에서 관대해지

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Schwarzentraub 목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삶이 변

화한다는 데 동의한다.

“저는 넉넉함 혹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

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받은 선물을 남에게 나

누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라고 그녀는 전한다. 

Schwarzentraub 목사는 리소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 

“나머지를 하나님의 넉넉하심에 따라 우리가 모으고 쓰도록 관리

하려고 노력하는” 소위 말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을 권장한다. 

“몇 퍼센트를 드리기로 결단하든 간에, 먼저 드리는 모습 자체가 

넉넉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는 재물뿐 

아니라, 한 주간의 첫날을 예배로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묵상으

로 드리고, 우리의 관계의 첫 시작을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하

나님과 동행하는 데 드림을 포함합니다.”

McKenzie 목사는 좀 더 나누는 삶을 사는 쉬운 방법으로 우

리가 식당에서 식사 후 종업원에게 넉넉한 팁을 줄 것을 제안했다.

“우리의 삶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보다 넉넉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라고 그는 전한다. 

날마다 드리십시오
Cami Walker의 저서 29일 [29 Days(Da Capo Press)]이라는 책

은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자료가 되어 왔다고 Schwar-

zentraub 목사는 말한다. 

저자가 “아주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에게 

29일 동안 미소 같은 작은 무언가를 매일 타인에게 나눠줘 보라는 

권면을 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나눔의 기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대하는 그녀

의 자세가 바뀌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McKenzie 목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기 시

작할 때에 얼마나 깊은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여러 번 목격했

다고 전한다. 

“감사함과 넉넉함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라고 그는 말한

다.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전형적인 미국인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감사의 여정의 첫걸음을 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감사함과 기도
의 생활을 함께하도록 동행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그들
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게 되어 다른 결과를 목격하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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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와 넉넉함으로 드리는 삶

Scott McKenzie 목사

아프리카의 Malawi 한 마을에서 Scott McKenzie 목사

Betsy Schwarzentraub 목사

글쓴이 Emily Snell은
테네시 주 Nashville에 거주하는

자유 기고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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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법
교회 지도자들은 시간, 재능, 재물 등 자기가 가진 모든 자원을 나누는 

관대한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구약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산물과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 

오늘날 평신도와 목회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적절한 질문은 “우리는 하

나님께 최고를 드리는가?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내 마음이 불편해질 정도로 우리의 최대치를 드릴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관대함에 관련된 교회와 교인의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하려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이야기를 나누라. 현대어로 번역된 성서 “The Message”에는 마태복

음 13:10~17을 아름답게 개작하여 나누며 이야기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

다. "A lot of people, prophets and humble believers among them, would 

have given anything to see what you are seeing, to hear what you are 

hearing, but never had the chance."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2. 죄책감이 아닌 영감을 불러일으키라. 강압과 죄책감은 나눔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될 수 없으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환경을 만들지도 못한다. 

심각한 재정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사역을 통해 회중들이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에 시간과 자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믿음

과 소망의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두려움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보여주라.

3. 나누도록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라. 교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자. 

일반 교인들이 기부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만일 그들이 일 년에 여

섯 번 정도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생활에 동참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

게 생각하겠는가? 그들은 봄 가을에 있는 헌금 캠페인, 십일조 월별 자동이

체, 그리고 온라인 헌금 기부에 대해서만 듣게 될 수 있다. 그들이 교회를 

통해 섬길 기회, 지도하고 이끌 기회, 그리고 자신들의 관대함이 교회 건물

을 넘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는 것은 어떨까? 

The Generous Life

Isabella Tinte는 연합감리교회의 한 청년이다. 어릴 때와 청소년기

의 경험으로 인해 그녀는 지금 교회를 활발히 섬기고 있다.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저는 언제나 많은 언니와 오빠들에 둘러싸

여 있었어요”라고 Tinte는 말한다. 

“그들은 여름 성경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었고, 찬양과 경배팀으로 

섬겼어요. 그들은, 젊은이들의 영적 성장과 지도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겨울 캠프 ‘크리스마스 학교’(Christmas Institute)의 리더들이었는데 알

게 모르게 그들이 내 삶의 본보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덕택에 그녀는 지금 시애틀에 있는 Beacon 연합감리교회의 

교인으로 섬기고 있다. 

“그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봉사로 인해 저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다음 청소년 세대를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현

재 저는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가르치며, 크리스

마스 학교의 리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통해 이끄는 지도력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또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위원회에서 섬겨달라거나, 어떤 일에 자원하라거나, 혹은 선

교에 리더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받는 등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우

리는 “그럼요”하고 대답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통한 시간과 재능

의 나눔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가? 또 이

러한 기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진정한 교인으로서 다짐하게 하는가?

당신이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사는 사람이던지, 자신을 혹사하며 지

칠 때까지 시간을 쓰는 삶을 살든지, 또는 시간을 잘 조정하며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던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

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자원을 조화롭게 사용하

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다.

“제자의 삶에는 시간, 재능, 재물,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 버

지니아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과정에 있는 연합감리교인, Kelly West 

Figueroa-Ray는 “이 모두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사는 노력입니다. 제자도는 취미생활이 아닌 바로 삶의 방식입

니다”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

고 싶다고 말한다. 그 염원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Habitat for Humanity, 

GoFundMe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는 젊은이들이 교회 캠프

나 리더십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기도 하며, 소속한 

교회를 섬김으로 실천하기도 한다.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를 섬기

는 부르심에는 하나님과 이웃 섬김을 몸소 실천하는 언약이 따른다.

시간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미국 내 백십만 개가 넘는 비영리 단체와 약 삼십칠만 개의 교회가 

자원봉사 시간의 경쟁하고 있다고, Clif J. Christopher씨는 그의 책 Not 

your Parents’ Offering Plate에서 밝히고 있다. 

교회와 신앙을 기초한 단체들에게는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

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 자원 봉사자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

다. 올해 초, 비영리 재단과 기업들의 리더십 네트워크, 독립 섹터에서

는 2015년 자원 봉사자들의 시간의 가치를 시간당 23불 56센트라고 

어림잡았다. 

“우리는 개척 교회라서 디지털 및 물리적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자원 봉사자들의 시간과 재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편입니다”라

고 Matthew Johnson 목사는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의존이라기보다

는 관계입니다.” Johnson 목사는 Protico Collective 설립자로, 이 단체

는 일리노이주 Naperville에 있는 개척교회 모임이다. 

“우리의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는 다양한 아

이디어와 관점을 포함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에 자

원 봉사자들의 시간과 재능이 더해지는 것을 체험할 때마다 저는 겸

손해짐을 느낍니다.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디어가 실제 사역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사역에 사람들을 동참하도록 초대할 수 있을

까? 그것은 그들에게 그저 그들의 교인 서약을 상기시키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음을 생각하면 된다.

비영리 및 영리 회사의 디지털 추세를 예측하는 일을 하는 Amy 

Webb씨는 “우리의 문화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죠. ‘나는 꼭 해야 한다

는 생각으로 나눈다’라는 사고가 지금부터 20년 정도 후에도 계속될지

에 대해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돈을 기관이나 단체에 왜 기부하는지에 

관한 동기와 기부자 발굴과 청지기 정신을 다루는 Webb씨의 책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목록들이 있다.

 사역에 대한 믿음

 리더십에 관한 의견

 조직의 재정적인 책임

교회는 재물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을 기쁘게 기부할 사람을 찾고, 

양성하고, 지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기뻐할 무엇인가가 있다고 보여주기

 사람들의 영적 은사의 발견과 기쁨으로 봉사할 자리를 찾도록 도

와주기

 교회나 공동체 내의 자원봉사자라고 불리는 역동적인 제자들을 

인정해주고, 본인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초청하기

 사람들의 시간과 재능의 기부를 통한 사역들이 어떻게 삶을 변화

시키고 있는지 보여주기

미주리 주 Robert Schanase 감독은 나눔이 돈을 기부하는 행동

을 훨씬 넘어서는 인격의 부분이라 말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부 자체

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영적 속성이 아닌, 진정한 행함을 통하여 인

식되는 것이다.

연합감리교인들은 기도, 출석, 기부, 봉사와 간증 등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후원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하나님은 이러한 선물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

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신실한 응답으로 우리가 선교

와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시간과 재능을 기부함으로 성도들

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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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과 봉사를 통한 나눔

Beacon 연합감리교회의 찬양예배팀 Isabella Tinte(우측)와 Hazel Rollolazo

필리핀 연합감리교회 자원봉사자들의 해변청소 작업 모습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 중 Stop Hunger Now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홍수 재해 구호사역 Johnson Memorial 연합감리교회 목사와 교인

글쓴이 Sophia Agtarap은
미디어 컨설턴트이자 자유기고가로 테네시주 

Nashville에 거주하고 있다.

것을 보게 될 것이여, Isabella Tinte와 같은 더 많은 젊은이가 그들의 

본보기를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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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와 진솔한 논의가 있었던

연합감리교회 세계 여교역자 모임

필리핀지역 Leyda Yambot 감리사와 Mercedita Antipolo 감리사

는 2016 연합감리교회 세계 여교역자 모임(Houston, TX) 참석을 위

해 18시간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에 도착했다. 세계 각 처에서 모인 많

은 여교역자들은 만남의 기쁨과 감사로 피곤함을 이겨냈다.

“저는 지난 11월에 파송된 신임 감리사입니다.” Yambot 목사는 8

월 30일 모임에서 말했다.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저는 능력 있는 여

러 지도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Antipolo 목사도 그에 동의하며 또한 영적인 충만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저는 성령을 느낍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예배시간 내

내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016 연합감리교회 세계 여교역자 모임은 세계감리교협의회

(World Methodist Conference)가 열리기 바로 전 8월 29일부터 31일

까지 교단의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사역부 주최로 열렸다.

세계 27개국에서 휴스턴에 모인 약 450여 명의 여교역자들이 

“One: Birthing a Worldwide Church”라는 주제 아래 예배와 친교 그

리고 공평과 정의에 대한 토론 등의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번 모임은 연합감리교회 여교역자들이 세계의 교회라는 초점

을 가지고 처음 가진 국제적인 모임이며, 해외지역총회 참가자들을 

위한 장학금을 풍성히 제공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할 수 있었던 모

임이라고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사역부 평생교육부 디렉터 박희로 

목사는 전했다.

모임 중반쯤 되었을 때 박 목사는 한가지의 불평을 말했다. “시간

이 너무 짧아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배울 점이 아

직 너무 많습니다.”

찬사를 드림
이번 모임에서 2016년이 바로 연합감리교회 여성목회자의 온전한 

권리인정 60주년과 더불어 정회원 집사 직분 20주년을 기념하는 해

가 됨을 축하하였다.

개회 예배의 전례문에는 최초 여성 감독인 Marjorie Matthews 감

독, 최초 흑인 여성 감독인 Leontine T.C. Kelly 감독, 최초의 히스패

닉 여성 감독인 Minerva Carcaño 감독 그리고 최초 아프리카 여성 

감독 Joaquina Filipe Nhanala 감독 선출 등의 교단 내 다른 역사적 

내용들을 들어있다.

미국에서 이번에 선출된 7명의 여성 감독 중 6명이 이번 휴스턴 모

임에 참석해 단상에서 함께 긴 기립 박수를 받았다.

또 하나의 감동적인 순간은 은퇴 감독인 Sharon Rader 감독이 최

근 위스콘신 연회에서 안수를 받아 몽족 여성 최초로 정회원 목회자

가 된 Mao Vang Her 목사에게 망토를 전달하는 “passing the mantle” 

의식을 행하는 순간이었다.

텍사스지역에서 감독으로 은퇴한 Janice Riggle Huie 감독이 기

조연설을 했다. 그녀는 특히 1880년대 Methodist Protestant Church

에서 안수를 받았고, 의사였으며 그리고 여성참정권 쟁취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Anna Howard Shaw를 포함한 초기 감리교회의 여성리

더들에게 경의와 찬사를 표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

일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큰 희생을 바친 이러한 많은 여성의 뒤

를 우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Huie 감독은 8월 30일에 열린 만찬에

서 말했다.

계속되는 문제들
이러한 축하와 더불어, 기회 평등에 관한 도전과 여성 목회자의 형

평성, 그리고 전 세계 교회의 이상을 향해 가는 삶에서 교단이 처한 

갈등에 관한 진실한 대화도 이어졌다.

여러 패널 토의 중 하나에서 Candler 신학대학원 감리교학 부교

수인 Anne Leighton Burkholder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내의 여 집사

(women deacons)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지적했다. “저는 교단의 미

비한 안수 신학과 명확하지 않은 성례 신학의 체계를 포함하여 교단

의 구조가 집사 직분을 항상 2급 서열을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Burkholder 목사는 말했다.

시카고에 있는 Broadway 연합감리교회의 Alka Lyall 목사는 현재

까지 아시아계 미국인 또는 태평양 제도인 여성들이 감독으로 선출

되지 못하고 지적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우리 교회”라고 연합감

리교회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인 여교역자 협의회의 의장 임

기가 끝나는 Lyall 목사는 말했다.

재정적인 면을 포함하여 미국에 의해 교단이 끼치는 영향을 염두

에 두고 세계적인 연합감리교회의 이미지와 현실 간의 대비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였다.

신임 감독 Cynthia Moore－Koikoi 감독은 여성 감독들의 원탁회

의에서 비 미국 해외지역총회 구조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했다. “해외

지역총회는 미국 인종차별의 잔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구

조를 지속해서 보강할 수 없으면서, 그것에서 전 세계적인 것이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것에서 벗어나 진정

한 전 세계적(교단)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그

녀는 말했다.

연합감리교회 여권신장위원회 Dawn Wiggins Hare 총무는 이 모

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2016년 총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의 승인을 

위해 그들의 연회 또는 해외지역총회에서 로비활동을 해줄 것을 촉

구했다. 개헌안에는 연합감리교회 여권신장위원회가 교단의 세계 여

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 교회 내의 차별 방지를 위한 항목 리스

트에 “성별(gender)”의 항목이 첨가되었다.

여성 감독들의 원탁회의 중, 독일지역 Rosemarie Wenner 감독

은 자신이 여성으로서 또한 “외국인”으로서 총감독회에 들어가게 되

었다고 적었다. 총감독회의 다른 여성 감독들이 그녀가 어떻게 해

야 하는지를 먼저 보여주며 그녀의 마음이 편해지도록 도와주었다

고 말했다.

신임 감독인 Laurie Haller 감독도 이번 휴스턴 모임이 같은 의미로 

중요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공동의 미션 안에서 서로

를 도와주고 독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아주 중

요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 글쓴이: Sam Hodges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조 감독님, 장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김한성 목사 와싱톤한인교회, VA

지난 주일(9월 18일) 오후에 조영진 감독님, 장기옥 목사님 은퇴찬
하 모임이 있었습니다. 큰 잔치를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교우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스컨신 연회 정희수 감
독님께서 영상으로 축하 메세지를 보내 주셨고, 5시간 이상 멀리서 
운전해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너무 멋지
고, 고우신 두 분께 ‘은퇴’라는 단어가 아직도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버지니아 연회와 와싱톤한인교회 식구들 모두는 정말 아쉬운 마음으
로, 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 두 분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사역 
1막을 매듭짓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평생 멋진 목회사역 후에 잠
시 숨 고르기를 위한 안식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Re-Tire, 더 튼튼한 타이어로 갈아 끼우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
목회사역 2막의 출발선에 다시 서시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몇 달간 사랑하는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두 분께서 남겨
주신 아름다운 족적이 교우들의 마음속 깊이, 교회 구석구석에 단단
한 뿌리로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올해도 제자반이 막 시작
됐는데, 20여 년 전에 장기옥 목사님께서 정성껏 뿌려주신 교육목회 
씨앗의 열매입니다. 제가 매 주일 말씀을 전하는 강단은 조영진 감독
님께서 22년 동안 불꽃 같은 복음을 선포하신 자리입니다. 저는 강단
에 설 때마다 조감독님과 나눴던 우문현답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 수 있습니까?’ 얼떨결에 발에 맞지 
않는 큰 신발을 신게 된 제가 드렸던 방법론적 질문에 감독님은 ‘본질
적’인 대답을 주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시기 전, 매주 토
요일 저녁에 홀로 성전에 나오셔서 성도님들이 앉으시는 의자 한 줄 
한 줄에 손을 대고 기도 하셨답니다. ‘하나님, 내일 말씀을 듣게 될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합니다. 한 심령도 성전의 뜰만 밟고, 거저 왔다
가 그냥 돌아가는 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
소서.’ 말씀을 전하시기 직전 강단에 올라오시면서도 이런 짧은 기도
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말씀을 전하는 순간도, 교우들과 만나는 
시간도, 언제 어디에서나 두 분의 가슴은 주님의 사랑에 꼭 붙잡혀 
계셨습니다. 지금도 두 분을 뵈면, 언제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오
는 맑은 지혜로, 한평생 뼛속 깊은 곳에 간직해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간구하
시며, Virginia Annual Conference에 하루 한 시간 이상 기도와 묵상
훈련을 선포하는 영적인 돌풍을 몰고 오셨습니다. 감독으로서 한 연
회를 신실하게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UMC 교단 전체에도 늘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셨습니다.

은퇴찬하 모임 마지막 순서인 찬양대의 ‘할렐루야’ 합창이 일주일 
내내 귓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분의 목회 여정 가운데 정확한 시간
(박자)에 정확한 방법(음정)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
니다. 모임을 마치고, 두 분과 인사를 나누려고 모든 분들이 긴 줄에
서 오랜 시간을 기쁨으로 기다리셨습니다. 반가운 포옹을 하시는 동
안 가슴에 달려 있던 장미꽃이 한 잎씩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두 분 
주변에 장미꽃 길이 생겨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 봅니다.

‘주의 신실하신 종 조영진 감독님과 장기옥 목사님을 하나님께 먼
저 올려 드립니다. 두 분의 사역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
의 하나님, 꼭 필요한 순간에 앞서가시는 은총을 경험케 하신 여호
와 이레의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다시 한 번 셀 수 없는, 다함이 없
는, 풍성한 은총의 날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그윽한 장미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주님의 향기를 맘껏 땅끝까지 전하는 두 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퇴찬하 모임의 조영진 감독과 가족

독일의 Rosemarie Wenner 감독과 러시아 Natalia Prokhorova 감리사

Candler 신학대학교의 Anne Leighton Burkholder 목사의 패널 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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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연합감리교회 구역변화를 검토 중

만일 이 아프리카의 제안이 승인된다면, 연합감리교회 내의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인 아프리카 미래의 모습은 

아주 달라질 것이다.

아프리카 남단 끝에서부터 동부 대륙까지 이어지는 아프리카

해외지역총회는 그 지역을 4개의 새로운 해외지역총회들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아프리카 내의 미래 감독선출과 

교회사역 방법 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대의원들은 이 제안을 8월 11일에서 14일까지 앙골라의 수도

에서 열린 해외지역총회에서 승인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시작 

단계일 뿐이다. 새로운 해외지역총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단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에서 3분의 2의 승인이 필요로 한다. 다음 

총회는 2020년에 열릴 예정이다.

해외지역총회는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필리핀해외지역총회로 

7개가 있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콩고 그리고 서부아프

리카 등 3개의 해외지역총회가 있다. 각 해외지역총회는 다양한 

국가들과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지역총회가 있는 미국

과 같이 해외지역총회는 다수의 연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독 

선출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지역총회들과는 달리 각 해외지역총회는 교단

의 법률서인 장정의 부분들을 선교적인 필요성과 지역의 다른 사

회법 내용에 따라 “변경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해외지역총회는 최소 4년에 한 번씩 열린다. 5명의 감독이 있

는 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는 이번 지역총회에서는 감독선거가 없

었다.

청원안에 의하면, 해외지역총회 수가 늘어날 것이다. 현재 해

외지역총회를 다시 나누어 새로운 해외지역총회의 구조를 만드

는 것이다.

 동부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는 부룬디, 르완다, 케냐, 에티오

피아, 남수단 그리고 탄자니아를 포함한다.

 중남부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는 짐바브웨, 말라위, 잠비아 

그리고 보츠와나를 포함한다.

 동남부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는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레

소토, 스와질란드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를 포함한다.

 남서부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는 서부 앙골라, 동부 앙골라 

그리고 나미비아를 포함한다.

새로 제안된 지역 구도는 지리, 언어, 재정 그리고 선교적 필요 

등이 고려된 것이다. 만일 이 청원이 승인되면, 새로운 해외지역

총회는 각각 그 지역 감독들을 선출할 것이며, 선교적 요구들을 

사역에 수용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다음 단계는…
이 청원안은 이제 입법

심의 기간 동안 모일 총회

의 위원회 중의 하나인 해외

지역총회상임위원회로 회부

될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각 지역총

회와 해외지역총회로부터 

각 3명씩, 그리고 교단의 선

교기관인 총회세계선교부 

대표 3명 등 총 39명의 위원

이 있다. 이는 미국 밖의 대

표가 다수로 구성된 교단의 

오직 하나뿐인 기관이다. 상

임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투표를 하거나, 이 안건을 총

회 본회의에 상정할지 안 할

지를 결정하기 전에 안건 내

용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아프리카에 5명의 감독

을 총회에서 승인받아 추가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상임위원회는 이미 아프리

카 내의 해외지역총회의 수

와 지역구역 검토 계획을 가

지고 있었다. 위원회는 아

프리카 교회 지도자들과 함

께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위

한 계획을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

구역을 정하는 것이 항상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

면, 현재 두 개의 해외지역총회가 잠비아 지역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영어를 사용하는 잠비아 연회는 불어를 사용하는 콩고해외

지역총회에 속해있고, 남부콩고지역 감독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 소속인 잠비아에는 연합감리교회가 소규모

로 존재하고 있고 영어권인 짐바브웨 지역 감독이 관리하고 있다.

해외지역총회 구역을 개정하는 것이나, 그들을 관리할 감독의 

수를 늘리는 것은 총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감독구의 구

역과 감독 배정 지역의 결정은 각 해외지역총회에 권한이 있다.

다른 사항들
장정에 따르면 각 해외지역총회가 연회들의 구역을 지정하는 

[부 고] 
한순남 목사님(Rev. James Sun Nam Han, PhD)께서 지난 
9월 17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오하이오 주 연합감리교회 최초 한인 목사이셨던 한 목사님
께서는 약 30여 년 동안 Kirkpatrick, Pavonia, Mount 
Vernon, Delaware, Madison 지역의 연합감리교회들과 캔톤
한인연합감리교회와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 등 여러 연
합감리교회를 섬기시고 20년 전 은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족들과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는 우간다/남수단 연회와 케냐/에티오

피아 연회를 만드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는 또한 르완다를 준 연

회로 만드는 총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위의 국가들은 모두 동부

아프리카 연회 소속이었다. 

이 감독구는 또한 2012년에 만들어진 부룬디 연회를 포함하

고 있다. 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는 회의를 위한 보조금 2만 불을 

연합감리교회 총회세계선교부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러나 모임에 

드는 비용 16만 8천 불을 지역총회 자체로 모금하였다.

■ 글쓴이: Heather Hahn/Tafadzwa W. Mudambanuki | 연합감
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연합감리교회공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연합감리교회 프로그램 달력(영어)’이 발행
되었습니다. 클래식 달력, 포켓사이즈, 벽걸이, 책상용, 전자 달력 등 여러 가지 형태
로 발행된 이 달력에는 연합감리교회의 주요 정보와 관련된 각종 절기와 행사 등이 
기록되어 있어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가 개체교회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주문은 http://www.koreanumc.org/resources/2017-program-
calendar-information을 참조하세요. 매년 공식 프로그램 달력은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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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담임목사 박관우

•	주일예배		오전	11시

•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	Youth	앙상블	&	성경공부		(금)	오후	7시	30분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토)	오전	6시	

2403	W.	Diehl	Rd.,	Naperville,	IL	60563
630-904-9191		•		www.napervillekumc.org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임찬순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영어)	오전	10시/	
	 (3부)	오전	11시	15분
•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	금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30분

102	E	Church	Ave,	Killeen,	TX	76541
254-526-3993		•		www.umcstluke.org

담임목사 이영성
•	주일예배		오전	11시

•	수요예배		오후	7시

•	금요기도		오후	7시	30분

•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323-641-0691		•		www.lagumc.org

LA복음연합감리교회

성누가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남성원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시/	(수)	오후	7시	30분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1237	Lora	Smith	Rd.,	Newnan,	GA	30265
779-683-9381		•		이메일:	newnankumc@hotmail.com

뉴난한인교회

한인여선교회 UN 세미나
10월 12~15일, 뉴욕 후러싱제일교회 & CCUN(맨하튼)

한인여선교회 서부지역 지도자훈련
10월 28~29일, CA

북가주 평신도지도자대회
11월 12일, San Jose,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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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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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2017년 3월 22~25일, UMCOR, UT

Youth Initiative
2017년 8월 1~5일, McLean, VA

타인종 목회
2017년 8월 7~10일, 시카고, IL

2016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진로, 직업, 소명 등 무수한 선택의 순간, 방향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실마리를 찾으라, 실마리가 답이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기쁨의 여정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조성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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