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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30 청년컨퍼런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양훈 장로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 대상 수상

예수님의 꿈이 있었습
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
의 헌신에 감사 드리며, 앞
고 앞으로 이어질 사역들
으로도 더욱 우리 교회를
에 대해 여러 연대기관과
위해 힘써 주시라는 의미
의 다양한 측면의 협력을
로 이 대상을 드립니다”라
논의한 2017 한인목회강화
며 대상 패를 양훈 장로에
협의회(이하 한목협) 2017
게 수여했다. 이 수상식에
정기연례회의가 뉴저지주
는 한목협 부회장 Grant J.
Teaneck Marriott 호텔과
Hagiya 감독(California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목
Pacific 연회)과 뉴저지연
사)에서 열렸다. 이번 한목
합교회가 속한 Greater
협 정기연례회의는 마태복
New Jersey 연회의 John
음 16장 3절 말씀을 바탕
Schol 감독이 양훈 장로의
으로 하는 “To Interpret
평신도 지도자 대상 수상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 대상 수상 모습
the Signs of the Times!”
을 함께 축하했다. 예배 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인목회 활성화에 관한 현재와 앞으로 에는 수상을 축하하는 만찬이 이어졌다. 뉴저지연합교회에서 정
다가올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헌신과 기여를 성으로 준비한 정갈한 음식의 이 만찬에는 뉴저지연합교회의
함께 축하하는 아주 특별한 순서를 가지며 그 모임의 의미를 더 전직 담임목회자 김해종 목사, 나구용 목사와 현 담임 고한승 목
했다.
사 등이 나와 양훈 장로의 교회에 대한 헌신과 기여, 그리고 함
첫날 저녁 뉴저지연합교회에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아주 특별 께 교회를 섬기며 있었던 이야기를 참석자들과 나누며 양 장로
한 수상식이 있었다.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평신도 지도자로 의 수상을 축하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 대상 첫
서 헌신을 한 양훈 장로에게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 번째이자 유일한 수상자인 양훈 장로는 만찬에 함께 참여한 가
대상’이 수여되었다. 한목협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는 “오늘 특 족들을 소개하고 “저에게 생각지도 않은 이런 과분한 상을 주심
별한 분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 감사하고 축하하는 순서를 가지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려 한다”고 말하며, 지난 12년 동안 한목협의 회중개발위원회 위
양훈 장로의 간단한 이력으로는 1962년 9월 1일 미국에 유
원장과 ‘연합감리교회 Foundation For Evangelism의 Trustee 학을 와서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Polytechnic Institute of
와 Treasurer’ 등으로 섬기면서 한인연합감리교회에 헌신한 양 Brooklyn(현 NYU 공대)에서 전자공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
훈 장로에게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 대상을 드린다 (Ph. D.) 학위를 받았고, 뉴저지 Teaneck/Hackensack 소재
고 발표했다. 한목협 회장 정희수 감독은 “양 장로님의 그동안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에서 15년간 전자공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양 장로는 또한 현대전자(현 Hynix SK) 미국 현지
법인 최고 운영책임자와 통신회사 Bescom 창업자/CEO, 그리
고 한국의 포항 소재 한동대에서 특별 객원교수로 가르쳤다. 양
장로는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위원으로 총 12년간 섬겼으며, 그중
에 회중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8년, 연합감리교회 Foundation
For Evangelism에서 6년 등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역을 위해 헌
신하였다. 양 장로는 또한 뉴저지연합교회(KCCNJ)를 창립 때
부터 45년간 섬기고 있으며, 여러 해 동안 목회협력위원회 위원
장으로 교회의 목회자들과 스텝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노
력하기도 했다.
축하 만찬에서 양훈 장로의 수상을 축하하며 축복하는 모습
▶ 4페이지에 계속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진 연례회

사람들에게 처음 모습을
보이실 때부터 그것을
말씀하셨고, 기적으로,
이야기로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에 대해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 세상을 누리며 함께 살자고 우리를 쉼 없이 초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 훗날, 어디에선가 이루어질
세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 나라가
언제 실현될 지 궁금해하며 날짜를 찍어 보기도 합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다
마지막 날에 가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럿을 먹이게 될
빵반죽의 누룩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석처럼그리고 하늘을
향한 작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2017년, 올해도 폭력과 전쟁의 소식은 끊임 없습니다.
미국땅에서 살아가는 2030들의 마음에도 매일처럼 밀려오는
염려의 파도가 있습니다. 평화가 무척 그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꿈꾸는 자리 -- 2017년 2030
컨퍼런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차 등록: 9/25~10/22
2차 등록: 10/23~11/18
등록사이트: 2030confere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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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등장한 그룹: 나누어지지 맙시다
동성혼과 성 소수자 목회자들의 안수에 대한
매사추세츠주의 Andover에 있는 Ballard Vale
이견으로 인해 교단이 분열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United Church의 Will Green 목사는 이 그룹에 대한
새로이 등장한 그룹인 Uniting Methodists Movement
경계를 높이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였다.
가 주장하는 메시지이다.
“저는 이러한 행보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이들은 목회자들에게 동성혼 주례를 강요하지는
여지를 조성하고, 그러한 여지를 연합감리교인의
않지만 허용은 하고, 또 연회들에게 성 소수자 안수를
정체성에 필요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라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허용하게 하는 교단의
생각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규정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교단의 운영 지침 문서인
공표한 Green 목사는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에
장정에 따르면, 동성 간의 연합을 축복하거나, 스스로
전했다.
“동성애 관계에 있다고 공언한” 목회자는 교회법
새롭게 결성된 이 그룹은 교단 내에 보수적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도자들의 비판도 받고 있다. 인간의 성에 관해 현재
이 그룹은 LGBTQ 측과 보수 측 교인들로부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을 고수하자고 주장하는
이미 반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Uniting Methodists
그룹인 Good News는 Uniting Methodist의 제안을
그룹의 리더들은 그들의 입장이 교단 내에서 크게
“상당히 이색적이며 앞으로 반드시 재앙을 불러올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이들, 특히 동성애에 대한
수 있다”고 하였다. 은퇴 목회자이자, Wesleyan
서로 다른 이해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지
Covenant Association의 Illinois Great Rivers 연회
않는다고 보는 회중들과 교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부장 Bob Phillips 목사는 “the Uniting Methodist
있다고 말했다.
Movement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을 블로그에
Great Plains 연회의 목회자 대의원인 Adam Hamilton 목사가 오리건주 Portland에서 있었
그들의 웹사이트가 시작된 지 24시간 만에 1,800
적었다. Good News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그 또한
던 2016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여 명의 교인들이 이 그룹에 가입했다.
Uniting Methodists의 제안이 교회와 인간의 성에
캔자스주의 Leawood에 위치한 United Methodist Church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예배와 공개토론회 및 워크숍 관련된 제안들을 심의하는 2019년 특별 총회에서 통과되지
of the Resurrection의 담임목사이자 the Uniting Methodists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Harnish 목사는 지금의 Uniting 못할 것으로 예측한다.
Movement의 리더십 팀원인 Adam Hamilton 목사는 “교회 Methodists Movement를 출범시키기 위해 지난 5월에 모였던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은 성에 대한 교단의
내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을 들어본 내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47인의 교회 지도자 중 하나이다.
현 규정으로 “책임 묻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교단이
“제가 아는 한 이 운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신학에서는 갈라설 수밖에 없다고 Way Forward 위원회에 촉구한 바
사람이 대립하는 이 두 개의 이견 축 중간에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Hamilton 목사는 일전에 동성혼 예식의 주최나 정통파이며, 그 정신과 전통에서는 웨슬리적이고, 있다. 그들은 또한 Uniting Methodists Movement가 제안한
동성애자 목회자를 받아들이는 여부를 개체교회가 결정하게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적 과제에 대해 모두 열정적으로 것과 같은 “지역적인 방안 모색”에 대한 그 어떠한 형태도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Harnish 목사는 전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위원회에 전달했다.
하자라는 제안을 한 바 있다.
Hamilton목사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다른 사람들도 할 “우리는 진정으로 웨슬리의 ‘보편적 정신’을 따르고 싶기에,
특별위원회 Way Forward의 당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기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유연성을 가질 준비가 되어 사람들에게 성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위해 설명을 하자면, 위원회의 32명의 멤버 중에는 Uniting
있다고 말하는 보수와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Methodists Movement의 임원 두 명, Queer Clergy Caucus
아울러 Harnish 목사는 11월에 있을 Uniting Conference 성명서의 서명자인 Brian Adkins 목사 및 Wesleyan Covenant
나눴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그는 아직 자신들의 입장을
에는 Bid Our Jarring Conflicts Cease라는 책의 저자인 Association의 임원인 Jessica LaGrone 목사와 Thomas
정하지 못하고 있는 연합감리교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Uniting Methodists Movement가 “동성혼의 연합감리교회의 신학자 David Field의 발표도 있다고 전했다. Lambrecht 목사 두 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9월 18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Field는 스위스에 기반을 둔 일부터 20일까지 베를린에서 모인다.
허용 여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교단의 분열 없이 모두 함께하고자 the Methodist e-Academy의 학술담당자이기도 하다.
감리교회는 과거에도 갈라진 적이 있었다. 연합감리교회의
그는 연합감리교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전신이었던 감리교단은 노예 문제로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기
하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교착상태를 넘어설 방안을 특별총회에 추천해 달라고 16년 전인, 1844년에 갈라진 바 있다.
총감독회가 위임한 Commission on a Way Forward의
Uniting Methodists Movement의 임원이자, 전직 백악관
멤버이기도 하다. Hamilton 목사는 Way Forward의 멤버는 공보 비서이며 연합감리교회 소속 Wesley Theological
아니지만, Way Forward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는데 기여한 Seminary의 교수였던 Mike McCurry는 오늘날 미국
주요 인물 중 하나이다.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교단에도 볼 수
Commission on a Way Forward의 위원인 Tom Berlin 있다고 말했다.
목사와 Dave Nuckols씨는 Uniting Methodists Movement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우리의 정책이 담고 있는 동성애에
의 임원진이기도 하다. Berlin 목사는 버지니아주 Herndon 대한 다른 입장으로 인한 분열을 조심스럽고 진실하게 다룰
에 있는 Floris 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이고, Nuckols 씨는 때 교인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국 전체를
미네소타연회의 공동 평신도 대표이자, 교단의 주요 기관인 분열시키고 있는 문제와 씨름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극복할
연대사업협의회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다. Nuckols씨는 또한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라고 그는 뉴스서비스에 말했다.
교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LGBTQ들을 온전히 포용해야
Uniting Methodists Movement의 임원 중 한 명이며 Iowa
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 모습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인 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의 연회의 현장 지원 담당 목회자인 Melissa Drake 목사는 여러
Hamilton 목사는 the Church of the Resurrection’s 이사회 멤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conciling 각도에서 주장하는 비평들이 모두 가치 있는 의견이라고
Leadership Institute를 마치는 9월 29일에 이 새로운 그룹을 Ministries Network은 Uniting Methodists Movement의 그녀는 믿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교단이 함께 강해지고
소개하는 오찬의 자리를 주최할 예정이다. Uniting Methodists 제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United Methodist 있으며, 다양한 목소리는 선물이라고 본다.
는 11월 13일과 14일에 애틀랜타 근교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인 Queer Clergy Caucus는 성명서를 통해 이 그룹이 지향하는
“나에게 도전을 주는 동료들과 함께 목회하지 못할 수도
Impact Church에서 더 큰 규모의 Uniting Conference를 방향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 소수자들의 전적인 포용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가질 예정이다. 작가이며 은퇴 목회자로 이 그룹의 임원 중 포기함으로써 LGBTQIA+ 그룹과 그들의 옹호자들 사이에
한 명인 Jim Harnish 목사는 Impact Church에서의 행사에서 형성된 은혜로운 동맹을 무너뜨릴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 글쓴이: Heather Hahn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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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특별총회를 위한 준비
입법기관인 연합감리교회 총회의 기획책임자인
수 있었습니다”라고 총회위원회에 보고했다.
Gary Graves 목사는 교단이 2019년 특별총회를
사무담당 팀은 가능한 기상악화에 따른
준비하며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대처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전했다.
총회는 또한 컨벤션센터를 중고등학교
1968년 연합감리교회가 탄생한 이래, 교단
배구대회와 나누어 사용함으로 추가 비용 절감을
역사상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 총회 이외의
하게 될 것이다. 총회재무행정위원회는 시에 내는
특별회의가 소집된 적은 단 한 번뿐이었다. 그것은
호텔이용세금 면제까지 협상해 두었다.
1970년 총회가 Methodist와 Evangelical United
Hotchkiss 씨는 Missouri 연회와 Illinois Great
Brethren 교단의 합병 과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Rivers 연회의 연합감리교인들이 총회 참석자들의
특별총회를 직접 소집했던 경우이다.
환대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회들은 St.
총회(General Conference)의 총무를 맡은
Louis 시의 컨벤션 및 방문객 담당 기관인 Explore
Graves 목사는 “1968년에 총회를 마치고
St. Louis와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떠나면서, 총회 대의원들은 70년에 다시 모일
특별총회에 참석할 864명의 총회 대의원 중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부분이 2016년 총회에 참석했던 대의원들이다.
특별총회는 상황이 다릅니다. 특정한 문제를
장정에 따르면 각 연회가 2016년 총회 때
Sara Hotchkiss 씨(빨간색 옷)가 앨라배마주 Gallant에 위치한 Camp Sumatanga에서 있었던 총회
위해 총감독회에서 특별 총회를 소집한 경우가
배정되었던 대의원 수를 지키는 한 특별총회를
위원회 10월 7일 회의에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 Hotchkiss 씨는 총회위원회의 모임 초반에 2019년
처음이고 해서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오게
위한 새로운 대의원들을 선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에 있을 특별총회를 위한 계획들을 설명해 주었다.
되었습니다.
있다.
그렇지만 Graves 목사 및 준비위원들은 총감독회가
Graves 목사는 현재 California-Nevada 연회와 New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캠페인 “Praying Our Way
소집한 특별총회를 위한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의 준비
Forward”의 마지막 기도회를 하게 된다. 이러한 첫날 일정은 York 연회 두 곳이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할 것으로 알고
계획들은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앨라배마주 Gallant
겨울 날씨로 인해 대의원들의 여행 일정이 지체되는 경우를 있다. Red Bird Missionary 연회는 예비 대의원을 새로 뽑을
에 있는 감리교 계열의 Camp Sumatanga에서 있었던
대비한 것으로, 대의원들이 날씨로 인해 투표하지 못하게 예정이다.
총회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총감독회는 2019년 2월 23
약 58%의 대의원들이 미국 내에서 오고, 30%는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일부터 26일까지 미주리주 St. Louis 다운타운에 위치한
총회 재무담당이자 교단의 재정기관인
America’s Center Convention Complex에서 특별총회를
총회재무행정협의회 총무 Moses Kumar
열기로 결정했다.
씨는 이 4일간의 모임에 드는 예상비용이
특별총회에서는 Commission on the Way Forward
대략 3백 70만 불 정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 제안을 바탕으로 총감독회가 제출하는 보고만을 다룰
이 비용은 그가 지난해에 특별총회 기간을
예정이다. 2016년 교단 총회에서는 교회가 LGBTQ들에 대한
3일로 추정하고 계산했던 4백 12만 불보다
목회와 관련하여 교단의 분리라는 난관을 극복할 방안을
적은 비용이다.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총감독회에
Kumar 씨는 총회의 재정기관인 총회
부여하였다.
재무행정협의회가 특별총회 비용을 위해
교단의 법률서인 장정에 따르면, 청원서는 총회 개회 230
3백만 불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즉 감독들은 특별총회를 위한
재정부와 총회는 교단의 일반행정기금의
청원서를 2018년 7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받고 있다.
특별총회의 첫날에는 감독들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
나머지 70만 불은 총회 대의원 이외의
방문자들과 여타 관계자들의
등록비로 충당될 것이다.
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 모습
Kumar 씨는 작년에 특별총회
의 기간만큼 2020년 총회 기간을 줄여 특별총회의 아프리카에서 올 예정이다. 나머지는 대의원은 필리핀과 유럽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및 유라시아 지역에서 오고, 연합감리교회와 공식적인 “협약
2016년 총회 끝 무렵 모든 청원안은 투표를 해야 관계에 있는” 교단의 대표 10명이 오게 된다.
총회위원회의 회의규칙 위원장 Stephanie Henry 씨가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2020년 총회 역시 10일의
기간이 필요하게 되어 Kumar의 제안은 이제 고려의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에 전한 소식에 따르면, 특별총회는
2016년 총회에서 결정된 입법 절차를 따르게 된다.
대상이 아니다.
현재 총회위원회가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한 가지는 2019
총회 준비 위원들은 예산을 충당할 다른 방안을
년 특별총회에서 일어날 일들이 2020년 Minneapolis에서
찾아냈다.
총회 사무담당자인 Sara Hotchkiss 씨는 열리는 총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이다.
2016 연합감리교회 총회 모습

“St. Louis의 2월은 많은 사람이 찾는 성수기가
아니어서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호텔을 확보할
Moving to a new address?
Rev. Jacob(Seung Pil) Lee
Phone (615) 742-5118 | Fax (615) 742-5469
or kumc@umc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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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파트너 목회 컨퍼런스

Partners in Ministry Conference
예수님의 일하심과 제자들의 순종이 있는 파트너 목회(PIM)

어릴 때 진짜 좋아하던 잡지가 있었습니다. “어깨동무”.
매번 부모님을 졸라서 어떻게 해서든 가졌고, 항상 가까이
두며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음 달 어깨동무가 나오
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어
깨동무”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함께 놀러 가거나 한참을 놀다 집
으로 돌아올 때 하던 “어깨동무”. 그것도 참 좋습니다. 정
말 친한 친구들이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다 큰 이후에
도 어쩌다 어깨동무를 하면 그때 그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어깨동무”는 저를 참 행복하게 합니다.
근래 저는 어깨동무와 같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발

견하였습니다.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모
임을 4글자로 말해보자는 제안에 저는 “어깨
동무”를 떠올렸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하는 그 자리, 만나기 전 설렘이 있고,
만나서 행복하며, 다시 볼 것을 지금부터 기
다리는 모임이었습니다.
저에게 파트너 목회(PIM)는 “어깨동무”
입니다. 각자 맡은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
의 일하심과 예수님 제자들의 순종을 경험
하고, 다른 섬김의 자리이지만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함께 동역하다가, 한데 모여 그동
안 경험한 것들을 나누며, 모두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복된 자리가 됩
니다.
2017 파트너 목회 컨퍼런스 단체사진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모든 것이 아름다
운 샌디에고(San Diego)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예 든든한 후원자 되시는 몇 분의 사모님들이 함께하셨습니
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Partners in Ministry(PIM) 다. 워싱턴, 오리건, 콜로라도, 애리조나, 북가주, 남가주,
Conference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이성현 목사님이 섬 하와이 등에서 오셨습니다.
서로 안아주고 반겨주며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 인사가
기시는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것입니다.
파트너 목회(PIM)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섬기시는 김 정겹습니다. 함께 하는 동안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
웅민 목사님과 사모님, 목회 파트너십을 통한 동역 목회에 고 중보기도를 아끼지 않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워 마지막
▶ 5페이지에 계속
열심인 파트너 A 교회와 B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언제나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한인목회강화협의회 2017 정기 연례회의] 양훈 장로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 대상 수상 1페이지에 이어서 ▶

한인목회강화협의회 2017 정기 연례회의 참석자들 단체 사진

의에서 한목협 회장 정희수 감독은 한목협의 명칭이 미국을 넘
어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긴다는 더 깊은 의도
로 지난 회기에 ‘Korean National Plan’에서 ‘Korean Ministry
Plan’으로 바뀐 것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키며, 앞으로 7백 30
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자고 참
석자들을 독려했다. 장학순 목사는 교회개척/재활성화 사역, 리
더십개발 사역, 차세대 사역, 정의사역 및 세계선교협력사역 등
네 가지 분야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특히 이 보고시간에는
갈보리연합감리교회(도상원 목사)에서 재 개척한 Greenhouse
Church의 Hoon Kim 목사가 교회의 개척과 현 사역에 대해 참
석자들에게 보고하며 “여러분의 도움이 교회 개척과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후에 이어진 그룹
토론에서 연합감리교회 제자훈련부의 교회개척 부서인 Path 1
을 책임지고 있는 Bener Agtarap목사도 교회개척에 관한 교
단의 4대 선교과제 중 “new places for new people”에서 “new
people”의 개념이 이제는 “diversity and generation”으로 그 개
념이 확장됨을 강조했다. 장학순 목사는 또한 차세대 사역의 중

요성을 다시 한번 참석자들에게 강조하며, 2017 NEXUS 컨퍼
런스를 성공적으로 이끈 NEXUS 회장 Tarah Lee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Tarah Lee는 보고를 통해 차세대 사역의 관심
과 참여가 새롭게 변화함을 참석자들에게 전하며, 한목협의 지
원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NEXUS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
타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에 대해 논의
하였다. 총회세계선교부의 Amy V. Barker는 그룹토의시간에
“great partnerships”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노력이 이어
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 파트너십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의 방
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Hagiya 감
독도 지금 서부지역총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PIM을 예
로 들며, 한목협이 각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파트너십에 더
욱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학
순 목사는 California-Pacific 연회 사무실 중 하나를 한목협 선
교총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Hagiya 감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로 인해 더욱 긴밀한 연대가 이루어질

한인목회강화협의회 2017 정기 연례회의 참석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

수 있기를 희망했다.
첫날 예배시간에는 장학순 목사가 새로 선교총무로 선임된
류계환 목사를 소개하고, 정희수 감독이 류 목사와 그의 사역을

새로 선교총무로 선임된 류계환 목사에게 안수기도하는 모습

위해 장 목사와 선교부 Amy V. Barker와 함께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인총회 총회장 김광태 목사는 한인연합감리
교회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에 관해 발표하였고, 총회인종관계
위원회 박신애 목사는 새로 시작한 자신과 기관의 사역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인여선교회 김리자 권사와 남선교회 김진동 권사도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선교회들의 사역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연대를 통해 사역의 활성화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별수상, 보고와 논의 등의 2박 3일 동안 바쁜 일정으
로 진행된 2017 한목협 정기 연례회의는 앞으로의 사역과 교회
를 위해 참석자 모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회의를 마쳤다.
■ 글쓴이: 이승필 목사 |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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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임에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의 이성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 섬김이 감사가 되고 또 하나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파트너 목회(PIM)는 2015년 10월에 서부지역 한인목
회위원회(Western Jurisdiction Korean Ministry Council)에서 김웅민 목사님(서부지역 한인목회 코디네이터)
의 제안으로 결의되고, 한인목회강화협의회에서 지원하여
시작된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입니다.
파트너십을 통한 동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
니다. 파트너 목회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
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비전입
니다. 예수님의 일하심과 제자들의 순종이 있
는 현장입니다.
2015년 10월에 첫 모임을 가지며 시작했던
파트너 목회 컨퍼런스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
게 되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파트너 A 교회와
B 교회가 언약을 맺고 동역을 한 후, 함께 위로
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고 도
움을 받는 것을 처음부터 거부하였습니다. 파트
너 교회들 모두가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미자립 교회엔 매월 지원받는 금액이 큰 힘이 됩니다. 설교
강단 교류뿐 아니라 평신도들의 교류도 진행됩니다. 다양
한 목회 프로그램도 나누게 되고, 자연스럽게 멘토링이 이
루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탐방, 중보기도, 부흥회나 세미
나 인도, 여름성경학교, 단기 선교 등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역합니다.
이번 파트너 목회 컨퍼런스가 우리에게 특별했던 이유
가 있습니다. 풀러신학교와 소마대학교의 교수님이신 이
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운동 세미나”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모임 전에 “Re_
Form Church”, “Church Sift”, “Re_New Church” 책 세
권을 읽고 모였고, 1박 2일에 걸쳐 선교적 교회 운동 세미
나를 진행하며 목회와 교회 현장을 점검하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교수의 세미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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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교회가 힘들어합
니다. 우리들의 목회 현장도 예외는 아닙니
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란 무엇인
가?목회란 무엇인가?하나님의 선교와 하
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
각하고 답하도록 하셨고, 우리의 사역에 그
답이 녹아 스며들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도 영혼 구원(=선교), 교회가 생
겨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
회는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는 선교
를 교회가 하는 사역의 한 부분이라 생각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안 되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
다. 사역을 생각하니 교회의 크기가 늘 도마 위에 오릅니
다. 그런데 본질을 생각하니 교회의 크기는 아무런 장애도
될 수 없었습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
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입니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고, 제자를 만드는 일
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교회의 참여가 교회의 본질
입니다. 목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닮아가게 하
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파트너 목회 사역을 나누면서 우리 모
두 교회와 목회의 본질에 대하여 씨름하고 씨름한 것들
을 사역에 반영해 왔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파트너 목회
(PIM)가 또 하나의 선교적 교회 운동임을 확신하게 되었
습니다. 남은 1년의 동역에서 예수님의 일하심과 우리들
의 순종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과 제자들의 순종이 있는 파트너 목회
에 연결된 교회들을 기쁘게 소개합니다.
파트너 A 교회는 그리스도교회(한의준 목사), 감람교
회(안정섭 목사), 아이에아교회(김호용 목사), 산타클라
라교회(홍삼열 목사), 드림교회(정영희 목사), 샌디에고
교회(이성현 목사), 밸리교회(류재덕 목사), 남가주주님
의교회(김낙인 목사), 나성금란교회(정상용 목사), 라팔
마교회(김도민 목사), 윌셔 교회(황기호 목사), 언약교회
(구진모 목사), LA교회(이창민 목사), 한미연합교회(한
동수 목사) 등 총 14개입니다.
파트너 B 교회는 푸에블로교회(최윤선 목사), 시애틀
교회(박세용 목사), 좋은씨앗교회(정요셉 목사), 어바인
드림교회(원홍연 목사), 은혜교회(한진호 목사), 임마누
엘교회(전병욱 목사), 밸리중앙교회(이동규 목사), 후레
즈노교회(김규현 목사), 그리스도중앙교회(주활 목사),
포틀랜드교회(오광석 목사), 버클리새교회(김종식 목
사), 토랜스교회(강현중 목사), 투산교회(조형 목사), 베
델교회(남기성 목사), 예수사랑교회(정현섭 목사), 하와
이갈보리교회(남규우 목사) 등 총 16개입니다.
■ 글쓴이: 이동규 목사 | 밸리중앙연합감리교회,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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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당한
교회를 도웁시다

Photo by Michele Sibley, courtesy Bear Creek United Methodist Church

지난 8월 말과 9월 초 미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Harvey와
Irma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허리케인 Harvey는
휴스턴에 피해를 입혔고, 허리케인 Irma는 플로리다와 조지아
지역을 휩쓸고 갔다. 9월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많은 지역이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거나, 어려운 지역 사정으로 피해
복구를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는 곳도 많다. 많은 구호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지원에 나섰지만, 워낙 피해지역이 넓고 피해
규모가 커서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복구를 위해 보험에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허리케인 보험에
들어야 하는 들어야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많은 사람이
보상과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당한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파악되고 있다.
텍사스주 Beaumont 지역에 있는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박청수 목사는 허리케인이 교회 지붕을 훼손하고 퍼부은
물 폭탄으로 천정이 무너져 침수 피해를 보았고, 곰팡이로 인해
현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알려왔다.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 정용석 목사는 폭우로 인해 지역의
많은 가옥이 침수 피해를 당했고, 바람으로 나무가 쓰러져
교회 지붕이 손상을 입는 등 피해가 크다고 전해왔다. 특히
사택의 하수 시스템이 고장이나 긴급 수리를 해야 하고, 교회의
에어컨들도 망가져 많은 수리 비용이 들 것 같은데, 교인들
가정도 피해가 커서 헌금을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뉴난한인교회(남성원 목사)도 허리케인으로 인해
교회 주변 나무가 부러지면서 지붕에 심한 손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휴스턴에 있는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목사)도 지붕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 졌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에서는 현재 피해 당한 교회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한인총회 차원에서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한 헌금모금을 하고 있다. 한인총회는 또한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UMCOR)와 협력하여 모금한 헌금과 피해복구
지원사항 등을 논의하는 중이다.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당한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은 아래로
보내면 된다.
Rev. Sarah Hong, 한인총회 회계 KAUMC Treasurer
(pastorsarahhong@gmail.com)
310 Massasoit St.
Minooka, IL 60447
 Pay to: Korean Association of the UMC (KAUMC),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메모란에 “허리케인 피해 한인교회 지원”이라고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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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계를 넘어서는 연대
뉴욕과 시카고지역을 포괄하는 연합감
Chicago Northwestern 지방의 감리사
리교회 조직으로서, 뉴욕연회와 북일리노
인 Zaki L. Zaki 목사는 감리사회가 어떻
이연회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은 놀
게 하면 “깊은 영적 체험”으로 교회를 인
라운 일이 아니다.
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
그러나 지난 9월에 감리사회와 같은 연
었을 감사했다. 그는 뉴욕연회가 건강한
회의 행정기관이 연합하여 함께 모였을
평신도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
때, 그들은 사회 정의에 대한 대응이나 교
을 받았다고 전한다. 그는 “저는 진정으로
인의 증가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한 것
확신을 느끼고, 영감을 받고, 새 힘을 얻었
뿐 아니라 두 연회 사이의 연대감을 가질
습니다”라고 전했다.
수 있게 되었다.
Bickerton 감독은 “제가 정말 놀라웠
이 경험이 이 두 연회에 큰 도움이 되어
던 것은 이 그룹이 빠른 시간 안에 견고히
서, 이들은 이제 다른 연회들도 연합 감리
뭉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사회 모임을 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가 있었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데
북일리노이연회의 Elgin 지방의 감리사
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인 Darneather Murph-Heath 목사는 자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의 과제와 목적이
신의 소속 연회 밖에서도 지원 시스템이
성공의 열쇠였다. Dyck 감독은 “이 자리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에 모인 이들은 각자 섬기는 현장에서 예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
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
고, 우리의 느낌을 소통할 수 있음을 경험
정이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뉴욕의 475 Riverside Drive에서 뉴욕연회와 북일리노이연회의 멤버들은 지난 9월에 있었던 합동 감리사회 모임
했습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연합 모 기간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 감리사직을 맡은 Connecticut 지
임을 통해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방 감리사 Alpher Sylvester 목사는 두 연
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이 두 연회의 감독들은 이민 문제와 같이 공통으로 겪 회의 감독이 보여준 리더십과 합동 감리사회 모임에서 경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앞으로 함께 협력의 가능 험 있는 감리사들의 조언을 통해 신임 훈련을 받게 된 것
이 두 연회의 감리사회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Ex- 성도 인정했다. 시카고 지역에 있는 Adelberto 연합감리 이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tended Cabinet Summit”을 통해 처음 연결되었다. “Ex- 교회(북일리노이연회 소속)와 코네티컷주 New Haven
Metropolitan 지방 Sylvester 목사와 Denise Smartt
tended Cabinet Summit”은 연 에 위치한 First and Summerfield Church(뉴욕연회 소 Sears 목사는 북일리노이연회의 정보 디지털화 과정에
합감리교회 감독회의 지원 하에 속) 등과 같이 현재 이 두 연회는 서류가 불충분한 이민자 대한 실제적인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한다. 뉴욕
역동적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들을 교회에서 보호하고 있다.
연회가 디지털화 과정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소속 지방이
노력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몇
두 감리사회의 위원들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게 “실험대상”이기 때문이다.
달 전에, 그들은 우연히도 각각 됨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뉴욕연회 감독의 비서인 RobRockford 지방 감리사 Lisa Kruse-Safford 목사는 디
9월 중 같은 주에 계획되었던 감
지털화된
자료와 양식들이 개체 교회들과 일하는 데 있어
ert Walker 목사는 “제게 있어
리사회 모임을 함께 진행하기로
서, 이는 이러한 공유가 연대사 서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전자화 과정은, 예를
하였다.
역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 들어, 구역회 직전과 구역회 이후에 보고 자료에 “신속하
맨해튼의 Upper West Side
게 접속할 수 있고, 과정의 진행을 도와줍니다”라고 그녀
니다”라고 전했다.
뉴욕연회 Thomas J. Bick에
위치한
Interchurch
Center
그의 동료이자, New York- 는 설명했다.
erton 감독
에서 모였던 이번 회의는 교단의
디지털화로 인한 소외도 발생한다. Bickerton 감독은
Connecticut 지방의 감리사인
정책과 절차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파트 타임 사역
소통에
있어서 디지털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시골 지역
Elizabeth(Betsy) Ott 목사는
의 증가와 같은 연회가 겪는 문제들, 교단 전체가 겪고 있
Walker 목사의 이러한 의견에 을 소외시켰던 면”도 있기에, 뉴욕연회는 이를 재검토하
는 Way Forward Commission에 대한 논의에 이르기까
동의한다. Ott 목사는 “이러한 고 있다고 전했다.
북일리노이연회 Sally Dyck
지 상당히 포괄적이었다고 뉴욕연회 Thomas J. Bicker- 감독
뉴욕연회의 시골 지역 Catskill Hudson 지방의 감리사
협력은 우리가 교회와 현장 목
ton 감독은 밝혔다.
Tim
Riss 목사에게 있어서 정보통신은 기술적으로 힘들
회자들에게 최선의 목회를 할 수
Bickerton 감독은 합동 모임을 마친 9월 14일에 “우리 있도록 서로 연계하여 좋은 점을 공유하며 도우라고 권유 다. “Catskill 산악 지역에서는 기술적 연결이 어렵습니
는 관계 형성을 하는데 상당량의 시간을 할애했고, 그 시 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다. 이 지역에서는 휴대 전화도 터지지 않고, 고속 인터넷
간을 통해 서로의 공통점과 기쁨과 좌절, 역경과 기회를
북일리노이연회의 감독 비서이자 연대사역의 디렉터인 도 없는 실정이기에 디지털 정보통신의 원활한 활용에 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모임이었습니다” Arlene Christopherson 목사는 뉴욕연회의 주관으로 열 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라고 전했다.
여전히 신문을 인쇄하는 북일리노이연회는 지면을 통
렸던 맨해튼 지역과 Christ-Washington Heights 연합
이들의 공통점은 단지 미국 내의 가장 큰 양대 도시라는 감리교회의 반지하 건물을 둘러보는 도보 관광을 즐겼다.
해 소통하는 편이 도움이 되는 부분과 디지털 방식을 통해
것만이 아니었다. 북일리노이연회의 Sally Dyck 감독은 “우
Christopherson 목사는 “이 견학을 통해 우리가 직면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
리 연회들을 살펴볼 때, 각 연회에는 이 두 개의 거대 도시들 하고 있는 과제와 뉴욕에 있는 교회 건물들의 용도변경에 야만 한다고 Christopherson 목사는 전했다.
도 있지만 동시에 넓은 교외와 시골 지역도 포함하고 있습니 관해 새로이 눈을 뜨게 해 줬다는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
연회들은 더 나은 인터넷 접속을 위해 개체 교회들을
다”라고 설명했다.
교육할
수 있으며, 일리노이주의 농촌 지역에 석사학위를
다. 동시에 우리가 겪고있는 대형 건물이 충분히 활용되
이 모든 지역에는 “놀라운 다양성”이 존재한다. “우리 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라고 전한다.
가지고 복잡한 연산법을 농사에 활용하는 농부들이 있다
연회들에는 다양한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사역이 있으며,
DeKalb 지방의 감리사로 섬기고 있는 박영미 목사가 고 덧붙여 말한다.
새로이 개척되는 교회 대부분은 이민자들의 공동체입니 배운 교훈 중 하나는 뉴욕연회가 작은 교회들간의 협력목
다”라고 Sally Dyck 감독은 덧붙였다.
■ 글쓴이: Linda Bloom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회를 의도적으로 독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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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종 목회자협의회 소식
타인종 목회자 이야기 공모

타인종 목회자 학교 이사회 발족
타인종 목회자 협의회에서는 타인종 목
회자 학교(CRCCMadang-Cross Racial
Cross Cultural Ministry 마당)를 위해서
이사회를 조직하였다. 이사장에는 조영진
감독님이 맡아주셨고, 이사로는 현직 감리
사들인 박종우 감리사(동부), 박영미 감리
사, 이은주 감리사(중부), 한세희 감리사(서
부)가 합류하였고, 기관에서 그레이스 박 목
사(GCORR-General 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 박희로 목사(GBHEM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가 섬기기로 했다. 타인종 목회
자 협의회 임원인 이성호 목사(회장), 정화
영 목사(부회장), 이두수 목사(회계)도 함께
이사로 섬기기로 해서 10명의 이사진이 매월 100불씩, 일 년
1,200불의 이사회비를 내고 그것으로 타인종 목회자들이 연
장 교육을 하는 기회를 넓히기로 하였다. 타인종 목회자 협의
회의 이성호 목사는 “그동안 한목협과 고등교육국에서의 지
원에만 의존하던 목회자 학교가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하면서 한
목협의 지원은 타인종 목회자 모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소감을 말하였다. 고등교육국은 재정 지원 이외에도 타인
종 목회자 학교를 위한 온라인 강의 포맷인 웹엑스(WebEx)
를 지원하기 위해 스태프 비용과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은 계속
해 주기로 했다.

이런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타인종 목회자 학교는 10월 10
일까지 등록하는 목회자들에게 등록비 $500 중에서 $350불
을 장학금으로 주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 더 많은 타인
종 목회자들이 등록해서 조영진 감독님의 목회 장기계획 강의
와 박영미 감리사님의 리더쉽 강의를 비롯한 목회에 현실적으
로 필요한 과목들(코칭, 소그룹, Fund Raising, 영성 형성, 설
교, 21세기 목회 신학, UMC 기관과의 소통 및 협동 등)을 배우
는 기회를 얻기 바란다. 등록을 원하는 이들은 10월 10일까지
타인종 목회자 협의회 서기인 이문영 목사(moonyoungklee@
yahoo.com)에게 등록 원서와 등록비 $150불, 지역 감리사 추
천서를 보내면 된다.

타인종 목회자 학교에서는 대상에
$1,000, 우수상에 $500, 장려상에 $100
의 상금을 걸고 타인종 목회자 이야기를
공모한다. 원고는 영어로 2페이지에 걸쳐
타인종 목회의 기쁨이나 애환을 담은 것
이면 된다.
마감일을 2017년 12월 31일이고 원
고는 Times New Roman, Font size 12,
Single Space로 하고 moonyoungklee@
yahoo.com으로 보내면 된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응모해도 되며, 영어 원
고와 더불어 한국어 원고를 보내는데, 번
역 원고의 장수에는 제한이 없다.
NAKAUMPSCRA (National Association of the Korean American United Methodist Pastors
Serving Cross Racial Appointment) is soliciting Cross
Racial Cross Cultural ministry stories. The grand prize
will be $1,000 for the winner. There are other prizes($500 for the second best and $100 for the nominees
of “My Favorite.”) Pastors or their families can write an
essay( 2 pages, Times New Roman, Font size 12, Single
Space). Send your story to our secretary: moonyoungklee@yahoo.com
(Please send Korean translation also. There is no
page limits to the Korean translation.)

2017년 2030 청년컨퍼런스 등록 보조금 안내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삶의 터전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등록보조금 제도의 취지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잔치의 문을 넓게 열
고 각 교회의 청년사역에 도움이 되고자함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30 청년컨퍼런스에 참여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며, 등록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셔서 등록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https://goo.gl/forms/s7CspeMIM5ZZ28jH2
등록보조금은 다음의 세가지 중 한 가지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처음 등록한 교회의 교인들 등록금보조
 교인 중에 한분도 2030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없었던 교회에 한하여, 올해에 등
록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등록비를 보조합니다.
 일반(General) 등록시 $50 보조, 가족(Family) 등록시 $100 보조입니다.
키즈/유스는 별도로 지불을 하셔야합니다(만 4세~12학년, 1명당 $20).

2. 장거리 교회 교인들 교통비 보조
 장거리로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항공편으로 오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MN, IA, MO, IL, IN, KY, OH, MI, WI 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거리 우선으로 심의 후 결정됩니다(각 차량당 약 $80~$100). 신청시에 동행탑
승자 명단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비행기로 오신 분들은 개인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항공료보조 금액은 심의
후 결정됩니다.
3. 교역자 등록금 보조
 강사, 설교자를 제외한 모든 교역자들께, 1차 등록비 기준 50%의 등록금을 보조합
니다.
 보조금 적용된 등록비는, 일반(General) 등록: $90, 가족(Family) 등록: $180입니
다. 키즈/유스는 별도로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만 4세~12학년, 1명당 $20).
 선착순 지원으로 하되, 청년들과 함께 참여하시는 교역자분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대회가 마치기 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 후 선별 되신 분들께 개별통지 드립니다.
우선 일반 결제를 하신 분들은 대회를 마치고 환급(reimburse)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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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L.I.D. (Leadership Is Discipleship)

2017년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네 번째 리더십
저널 LID 2018을 발행하였습니다.

행사일정

이번 저널의 특집은 “갈등과 화해”입니다. 먼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방법들을 이 저널 속에서 발견하길 바랍니다.
갈등의 시대에 교회에 주는 제언은 무엇인지, 현대 사회의 고질병과 그 치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차별,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평등 공동체는 어떻게
실현해 갈 수 있는지,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대안은 무엇이고 갈등과 치유의
영성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또한, 한인교회에 주어진 소명을 직시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끌어안을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는 교회, 21세기를 선도해 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Event Calendar
평신도 선교 훈련
10월 25~28일
체리힐제일교회, NJ

LID 2018은 먼저 신청하신 300명에 한해 무료로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7
년 10월 25일까지 https://www.surveymonkey.com/r/LID2018을 방문하셔서
주소를 보내시면 11월에 보내드립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 80주년 역사적 체험 행진
10월 25~29일
블라디보스톡

2018년 LID는 208페이지로 총 13편의 글이 실려있고 각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연석회의
11월 7~8일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Part 1: 특집_갈등과 화해: 인종, 성차별, 마이노리티 이슈
 갈등의 시대, 한국 교회를 향한 제언
 교회: 성차별,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평등 공동체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대안
 관용의 신학적 이해
 평화와 정의는 양립 가능한가?
 갈등과 치유를 향한 영성
 현대 사회의 고질병과 그 치유

한인총회 중앙위원회
11월 8~9일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Part 2: 연합감리교회와 이민교회
 지구촌 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민사회와 종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um
11월 3~15일
United Methodist Building in Washington D.C.

Part 3: 신학과 리더십
 아시안 목회자의 리더십
 만인사명자설과 사명 리더십
 웨슬리의 구원론과 성화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김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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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2017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자 정보 업데이트 안내
연합감리교회 공보부는 전체 한인목회자의 파송 및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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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목회자(은퇴 목회자 포함)가 있고 이 중, 400명이 넘는 한인
목회자들이 타인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연회별로 감독이 목회자 이동을 결정하는 특성 때문에 각 연
회에 속해있는 한인교회의 목회자 이동이나 타인종 목회를 하
는 한인목회자들의 이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에서는 지금까지 새로운 파송을 받으
신 목사님들과 새로운 목회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알리고
자 합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자 중 새로운 파송을 받으셨거나, 이메
일이나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변동이 있으신 목회자
께서는 http://www.koreanumc.org/contact/appointments의
양식을 이용해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메일 kumc@
umcom.org로 정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하셔서 정보의 업데이트를 통해 교단의 뉴스와 기타 리
소스를 신속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섬기는사람들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Phone (615) 742-5765 | Fax (615) 742-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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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mc@umc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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