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

리교회)가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논의를 하는 형

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

자들은 연회와의 관계나 

소통의 방법 등의 이 문제

에 대한 가능한 여러 가지 

접근방법들에 대해 논의

하였고, 앞으로 디트로이

트 연회 교회개척 디렉터

를 통해 개척교회로 새롭

게 시작하는 방안에 대해

서도 논의하였다.

둘째 날에는 한인총회

의 주요 현안 과제 발제와 

보고의 시간이 있었다. 

먼저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이하 한

목협)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는 2016

년 교단총회 제출 “한인목회강화 청

원안”과 예산에 대

해 설명하면서, 미

국 내의 종교 분포도

와 연합감리교회의 

인종구성 통계 등

을 참석자들과 나

누며 연합감리교회

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을 간략하게 소개하

였다. 장학순 목사

는 한목협의 다음 

회기에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주요 사역에 더해 정의

사역과 국제적 파트너십 사역 등을 

추가하여 사역의 범위를 확장할 것

이라고 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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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을 수놓은 빛나는 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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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페이지에 계속

2015년 한인총회 중앙

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가 캘리포니아주 Long 

Beach에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 2일 일정

으로 열렸다. 총 30여 명

이 참석한 이번 중앙위원

회에는 현재 한인연합감

리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사항들이 1

박 2일의 빠듯한 일정의 

논의와 토론으로 다루어

졌다.

한상신 목사(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가 말씀을 

전한 개회예배와 총회장 이성현 목사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의 환영

사로 시작된 중앙위원회는 곧바로 한

인총회 40년사 출판위원회의 보고를 

들었다. 한인총회 40년사 출판위원회 

위원장 한상신 목사는 지금까지 어렵

게 진행된 자료수집과 초안작성 등의 

과정을 보고했고, 앞으로의 감수 작업

과 후원, 그리고 배분 및 판매 등의 계

획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한상신 목사

는 쉽지 않았지만, 자료수집이 많이 이

루어졌고, 앞으로 편집과 감수작업을 

의 하나로 각 교회에서 이훈경 위원장

이나 김한성 선교총무를 초청하여 캠

페인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였다. 

이훈경 목사는 또한 건강

보험이 없는 한인 목회자

의 예상치 않은 의료비 발

생 시 돕는 사역도 일천교

회운동의 새로운 사역으

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기

쁨의 언덕으로’의 판매 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는 특별히 미시간 연회

의 아멘한인연합감리교

회 상황에 대해 듣고 논의하는 시간

이 있었다. 자립이 가능했던 아멘한인

연합감리교회가 5월 16일 연회의 결정

에 의해 폐쇄가 된 일과 관련하여 같

은 연회에서 사역하는 정건수 목사(디

홍삼열 목사(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

회)가 주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상신 목사는 또한 ‘몽골 비젼트립’ 때문

에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모금

위원장 안명훈 목사(아콜라연합감리

교회)의 후원요청 메시지를 전하며 후

원교회와 후원 장로님들의 명단을 40

년사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일천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

었던 새로운 사역방향에 관해 일천교

회 운영위원장 이훈경 목사는 이어진 

보고시간에서 “미자립 선교교회의 존

폐 위기 속에서 교회개

척과 어려움에 처한 기

존의 미자립교회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고 일일 1불 

모금 운동을 비롯한 다

양한 모금과 지원을 펼

쳐갈 예정이라고 말했

다. 효과적인 모금운동

2015
세계성찬주일

10월 4일
World

Communion
Sunday

역사적으로 세계성찬주일은 10

월 첫째 주일에 지켜져 왔으며, 

근래에는 개체교회의 사정에 따

라 적절한 날로 정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주일은 전 교회가 

하나됨을 가르치고자 제정되었

으며. 이 특별주일에 드리는 헌

금은 세계성찬주일장학금과 소

수민족 장학 프로그램, 소수민

족 현지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합

니다. 이 특별주일헌금이 시작된 

이후로 지난 60여 년 동안 많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특별

헌금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굴만 빤히 올려다본다. 생글거리는 

미소만 날릴 뿐... 하이티에서 국경을 

넘어온 가난한 소년인듯하다. 스페인

어를 읽을 줄 모르는 눈치다. 아니 학

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지 모른다. 

그렇게 몇십 분 동안 우리들은 하

나가 되어 전도지를 큰소리로 외치며 

돌려 읽고 또 읽었다. 그 교회의 담

임 목사님이 거리로 나가 전도할 사

람? 하고 외치자 조금 전까지 전도지

를 읊조리던 아이들이 의자에서 벌떡

벌떡 일어나며 서로 나가겠다고 고함

친다. 마침내 온 교회의 크고 작은 아이들이 

모두 한 그룹이 되어 춤추는 따사로운 햇살을 

커튼처럼 받으며 손에 손잡고 거리를 돌며 다

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외치고 또 외쳤다. 동

네길 모퉁이에 마이크를 틀고 엉덩이를 흔들

어대며 워십댄스를 추기도 했다. 집회신고를 

위해 경찰을 부를 

필요 따윈 없었

다. 집 앞으로 나

온 주민들이 은은

한 미소를 머금은 

채 우리들에게 무

언의 응원을 보내

주었으니까... 휘

휘 동네를 한 바

퀴 돌고 나자 그

동안 보지 못한 수많은 낯선 아이들의 웅성거

림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 났으니까.

그렇게 아이들과 하나 되어 한나절을 보내

자 수백 개의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가 내 마음

에 별똥별 되어 하나둘 들어 오기 시작했다. 

3일 동안 모두 세 교회

에서 5백여 명의 아이

들의 1천여 개의 깊은 

별 눈동자를 가슴에 새

기게 되었다. 내 마음은 

어느덧 아이들의 순수

함에 물들어 마음에 별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다음에 다시 이들을 만

1892년에 첫 예배를 드렸

다. 2013년, 일리노이주 남

쪽 끝에 위치한 이 교회는 

등록교인 48명에 평균 예배

참석자가 51명이다.

지난 3월, Ohio Chapel 

교인들은 감독과 Cache Riv-

er District 감리사인 Roger 

Russell 목사에게 편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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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선교대회

“내 마음을 수놓은 빛나는 별들”

이슬 같은 동그란 이마 밑에 드리운 반짝이
는 검은 눈동자...

어둠을 밝히는 밤하늘의 

별처럼 푼타카나 교회에서 

만난 1천여 개의 아이들의 

눈동자는 별처럼 내 마음을 

수놓았다. 

카리브제도의 섬나라 도

미니카 공화국으로 내디딘 

첫 선교 발자국...

의료와 보수, VBS(여름

성경학교)로 나누어진 사역 

중에 VBS팀에 속한 나는 어

린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푼

타카나 근교의 한 교회에 도착했다. 교회 천장

에 매달린 하얀 선풍기는 후끈한 바람을 뿜어

내고 있었다.

갓난아기를 껴안고 있는 16세의 어린 엄

마... 잠든 동생을 무릎 위에 비스듬히 눕혀 놓

은 7~8세의 누나... 긴 나무 의자에 어깨를 맞

대고 앉은 1백 오십여 명의 아이들이 현지인 

성경교사가 가르치는 예수님과 죄의 이야기를 

긴 목을 빼고 경청하고 있다. 교사가 던지는 

질문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손을 들고 발을 구

르며 자신을 지목해 달라고 소리친다. 성경퀴

즈와 성경 구절 외우기를 곧잘 한다.

먹고 마실 것이 귀하듯이, 구경거리가 드문 

아이들, 하지만 문명에 물들지 않아 오히려 때 

묻지 않은 빈 도화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 이

야기는 흥미진진하게 비옥한 토양처럼 스며들

고 있는 듯 느껴졌다.

일리노이 그레이트리버 연회는 8월 6일, 

교단을 탈퇴했지만, 현재 교회 대지를 사용

하고 있는 교회를 상대로 교회 자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청구했다.

일리노이주의 Pulaski County 법원에 청

구된 이 소송은 교회가 “부동산과 동산들의 

사용과 소유 또는 소유권 행사”를 금지하는 

영구적인 명령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Ohio Chapel 연합감리교회였던 일리노이

주 Grand Chain 시에 위치한 Ohio Chapel 교

회는 지난 3월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교회는 “좀 더 자체적인 운영”을 원

한다며 연회에 통보했다고 연회 공보사역 담

당자 Paul Black씨는 말했다.

Ohio Chapel 교회의 Tammy Horn 목사나 

교회의 변호사 그 누구도 연합감리교회 뉴스

서비스의 질문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이번 일리노이 그레이트리버 연회의 소송

사례는 재산권 설정 사례로 잘 알려진 동부 

펜실베이니아 연회와 교단을 탈퇴한 퀘리빌

시의 급성장한 Wesley 교회 간의 사례에 이

은 것이다. 이 교회는 교회 건물과 부지에 관

련하여 10만 불을 그리고 연회책무 관련 5만 

8천 불을 연회에 지급했다.

신탁조항의 역할
이 두 사례의 다른 점은 연회의 지도자들

이 Grand Chain의 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 

명의로 돋보이는 사역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는 점”이라고 Black은 말했다.

또 하나의 다른 점은 교단의 법령인 장정

에 나와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신탁조항의 적

용이다.

1797년에 쓰인 신탁조항에는 개체교회의 

재산이 교회명으로 부동산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교단의 이익을 위하여 “신

탁”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재산의 소유권과 그 

사용은 장정의 제약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Black은 교단을 탈퇴한 동부 펜실베이니

아 교회는 “이 같은 신탁조항의 적용”을 인정

했다고 적었다.

일리노이 그레이트리버 연회는 법원에 

Ohio Chapel 교회가 사용하는 모든 재산이 

이 신탁조항에 해당함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

한 것이다. 또한, 연회가 Ohio Chapel 교회

의 자산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총회재무행정협의회의 자문위원인 Steve 

Lambert 씨는 이와 같은 신탁조항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의 법률상담부서는 교단 전체의 법률자문

을 하고 있다.

그는 교단의 신탁조항이 과거에도 소송에 

직면했으나,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약 

100년 이상 적법하다고 판결되었다.

일리노이 그레이트리버 연회의 Jonathan 

D. Keaton 감독은 휴식과 갱신 휴가로 이 일

에 관해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소송 배경
1987년에 출간된 Pulaski County 역사에 

따르면, Ohio Chapel은 1890년에 시작되어 

는 전했다. 교회와 연회 지도자들은 봄에 지

속적인 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

용이 없었다.

새 목사에 대한 냉대
문제는 감독이 Alan Milligan 목사를 이 교

회에 파송한 7월에 부상되었다. Milligan 목사

는 연회 전도 담당이며, 가까운 Karnak, Olm-

stead 연합감리교회를 또한 섬기고 있다. 수년

간 Karnak과 Ohio Chapel 교회는 여름성경

학교를 함께 개최했었다.

7월 5일 주일에 Milligan 목사가 예배를 위

해 교회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Ohio Chapel 

교인들은 그를 만나 그가 예배인도를 하기 위

해 교회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Milligan 

목사는 간단한 기도회를 교회 주차장에서 드

릴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 주 Milligan 목사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Pulaski County 

경찰관이 나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교회 안

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경찰관

은 교회의 성도들이 Milligan 목사를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로 Milligan 목사는 그의 아내와 몇 

명의 Karnak 교회 교인들과 함께 교회 건너편

의 공동묘지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다. 물

론 Ohio Chapel 교인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

았고, Horn 목사와 교인들을 친구로 생각하

는 Milligan 목사는 이것은 아주 힘든 상황이

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Karnak 교회와 Ohio 

Chapel 교회는 함께 Karnak 교회 건물에서 

90여 명의 어린이들이 모인 여름성경학교를 

공동 개최했다.

아무도 이 분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Milligan 목사는 말하며, 그는 하나님께서 원

하시는 쪽으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모든 일이 잠잠해지면 우리는 모두 이곳에

서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Ohio Chapel Methodist 교회는 1890년에 시작되었
으며, 현재의 예배당은 1965년에 지어졌다.
(사진제공: Paul Black, Illinois Great Rivers A.C.)

이어진 미래대책위원회의 보고에서 도상원 

목사 (갈보리연합감리교회)는 요즘 사회와 교

단 전체의 큰 이슈인 동성애와 관련하여 미래

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보고하면

서,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에

게 이 이슈에 관한 “Q&A”

를 준비하여 배포할 예정이

라고 전했다. 또한 내년 사

순절 기간에 전체 한인연합

감리교회가 이 사안을 위

해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

하였다. 

중앙위원회 참석자들은 

Azusa Pacific University 교

수 Young Lee Hertig 박사

를 모시고 동성애 이슈와 

관련하여 미국연합장로교

글쓴이: Heather Hahn | United Methodist News Service

단의 상황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Young 

Lee Hertig 박사는 동성애와 관련한 미국연합

장로교단의 동향과 연합감리교회의 동향을 

비교 분석하며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전략적

인 준비와 협력으로 이 문제에 접

근해 가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제

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내년 총회 이

후의 예측 상황에 대해 논의 하고 

미래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대안들에 대한 가능성들에 대해 열

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 앞으로 조직

적으로 준비해 가기로 하였다. 

한인 목회자 안수테스크포스 

보고시간에 한의준 목사(남가주

주님의교회)는 안수 과정과 관련

한 실태 파악과 구

체적인 해결대책

에 대한 안수테스

크포스 팀의 논의 

사항을 보고 하였

다. 한의준 목사

는 안수 후보자가 

겪는 언어적, 문화

적 차이로 인한 차

별과 어려움을 인

지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6년 교단총회에 안수 심사

과정 중 필요할 시 통역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입법안을 총회고등교육사역부와 협

력하여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했다. 또

한, 2020년 교단총회에서는 한인총회, 총회고

등교육사역부, 그리고 한목협이 협력하여 안수 

후보자가 법적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안수 과

정을 진행할 수 있

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많은 현안들이 

빠듯한 일정 속에 

논의되었던 중앙위

원회는 내년 한인

총회와 중앙위원회

의 일정을 정한 후 

정건수 목사가 말

씀을 전한 폐회예배로 빠듯한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내년 총회는 2016년 4월 4일부터 7일까지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목사)에

서 열릴 예정이며, 2016 중앙위원회는 교단총

회가 끝난 바로 다음 주인 5월 23일부터 25일

까지 (장소 미정) 모이기로 하였다.

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것과 신탁

조항으로부터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저는 그들이 교단을 떠나 다른 장소로 가

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Russell 감리

사는 말했다. 

11년간 파트타임 목사로 Ohio Chapel 연

합감리교회에 파송되었던 Horn 목사는 지난 

4월 그녀가 6월 30일부로 연합감리교회를 떠

날 것을 Russell 감리사에게 알렸다. 그녀는 

Ohio Chapel 교회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Russell 감리사는 Horn 목사와 성도들의 

교단탈퇴 결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

했다. 교회의 3월 소식지에는 교단의 계속되

는 동성애 관련 논쟁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

어 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곧 이 문제가 교

단을 떠나는 주요이유는 아니라고 말했으며 

“그들은 앞으로 교회가 자체적으로 목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했다”고 Russell 감리사

김영신 집사 |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MI

눈을 들면 볼거리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미

국땅에서 살아가는 내게, 성경은 많은 읽을거

리 중의 하나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었다.

나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총명한 눈빛을 

반짝이고, 입술 가득 자랑스러운 미소를 머금

은 채 성경을 외워보았

던가? 나의 지식과 문

명은 오히려 나를 가랑

비처럼 때 묻히고 있었

던 것은 아닐까?

단체 수업이 끝나고 

삼삼오오 그룹으로 모

여 있는 시간, 나는 스

페인어 전도지를 펼쳐 

곁에 앉은 어여쁜 소녀

를 겨드랑이 가까이 바싹 끌어당겨, 전도지를 

함께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디오스 떼 아마(하

나님은 사랑), 첫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

미 닭 주변에 병아리 모여들듯 나의 주변을 도

미니카 소년, 소녀들의 따뜻한 체온

과 올려다보는 반짝이는 눈동자들이 

감싼다. “디오스 에스 크레아도르, 디

오스 에스 아모르, 디오스 에스 산토” 

(하나님은 창조주, 사랑, 성스러움)를 

한 문장씩 돌아가며 읽자, 서로 읽겠

다고 욕심을 부린다. 얼굴이 커다란 

15세 소년이 한쪽 팔꿈치로 어린 소

년을 저지한 채 자기가 먼저 읽겠노

라고 눈짓을 보낸다. 한 소년은 전도

지를 보여 주어도 읽지 못하고 내 얼

나러 올 수 있다면,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

고 싶어 순진한 아이들을 가슴으로 더욱 진하

게 꼭 껴안았다. 

저녁 집회 시간, 아르헨티나 장영관 선교사

와 도미니카 전재덕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 작은 사역이나마 한나절 땀 흘리며 선교

지를 온몸으로 경험한 후 듣는 선교 현장의 생

생한 말씀은 구구절절 가슴으로 들어왔다. 선

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좋으신 그 하

나님을 나도 오늘 만나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설렘에 가슴이 뭉클했다.

김명임 목사의 총회세계선교부 사역 소개

는 나의 좁은 시야를 한국과 몽골 등으로 좀 더 

넓혀 주었다. 의사로 퇴임 후 70세의 나이에 푼

타카나 현지에서 선교사로 파송 식을 받은 배

성호 목사는 또 얼마나 근사해 보였는지... 미

국 각지의 크고 작은 11개 한인 연합 감리교회

에서 모인 성도들과 한팀이 되어 함께 사역하

며 우리는 서로를 응원했고 낯선 선교지에서 

함께 땀 흘리며 한솥밥을 먹으며 웃고 담소하

며 같은 간증을 공유한, 40명의 정겨운 디트로

이트연합감리교회 대

가족이 생겨났다. 함께 

나눌 추억은 보너스로 

얻었다. 도미니카 선교

대회는 현지 아이들의 

별사탕 같은 반짝이는 

눈동자와 함께 내게 각

종 종합 선물세트를 안

겨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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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공보부

75년 역사

특별기획 특별기획

1940 The Commission 
on Public Information 설립이 
총회에서 승인됨
언론매체 관련 중앙기관으로 
대중과 교회 뉴스를 나눈다.

1958 스페인어 프로그램 저널 출
간, 후에 명칭을 el Intérprete로 변경
처음에 “La Historia Metodista”라 명칭, 
쿠바의 Havana에서 번역작업, 
카스트로의 혁명 이후 미국으로 옮김.

1972 United Methodist 
Information, TRAFCO, Division of 
Interpretation이 통합되어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UMCom) 설립

1985 주간 전국 TV뉴스 매거진 쇼 
Catch the Spirit 시작
이 쇼는 케이블 방송국에 판매되어 7,000여 
지역의 4,600만 가정에서 시청되었다.

1974 연합감리교회 공식 
정보서비스 InfoServ 시작
매년 18,000건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87~1988 Hallmark 
채널로 알려져 있는 VISN 케이블
방송 시작
21개의 다른 교단과 함께 VISN(Vision 
Interfaith Satellite Network)을
만들었다. 이 채널은 1993년 초에
명칭과 사업자가 몇 번 바뀐 후 2001년 
지금의 Hallmark 방송이 되었다.

2005 허리케인 Katrina 이후,
공보부는 재난복구를 위한 온라인
기부 웹 운용
“Friends Asking Friends”를
umc.org에 개설하였다. 연합감리교회 
구호대책위원회(UMCOR)는
총 660만 불의 구호금과 76만 불의
구호품을 마련했다.

2010 7,500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Imagine No Malaria 캠페인 시작
2015년 6월 현재, 7,500만 달러의 목표 중 
6,60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았다.

2014 공보부는 에볼라에 대한 
경각심을 늘리기 위해 8가지의
언어의 문자 메시지와 애니메이션
비디오 등을 통신채널을 통해 전파
애니메이션 동영상 Ebola: A Poem 
for the Living은 16가지 언어로
번역되었다.

1989 한국어 프로그램 
저널 ‘섬기는사람들’(United 
Methodists in Service) 계획
‘연합감리교회 가족’(United 
Methodist Family)이라는 제목
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1983 컴퓨터 네트워크 CircuitWriter 시작
첫 번째 보도된 행사는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World Council of Churches Assembly였다.
United Methodist News Service가 컴퓨터로 뉴스를 
전함. 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83년에 시작되었다. 

2000 온라인 교회 디렉터리 
Find-A-Church(교회 찾기) 시작

2001 전국적인 광고 
캠페인: “Our hearts, our 
minds and our doors are 
always open.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연합감리교회)”
Igniting Ministry는 연합감리
교회 공보부가 25~54세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 광고
캠페인이었다. 캠페인 3년
동안 미국 내 예배 출석
인원이 6퍼센트가 증가되
었다.
9/11 직후, Ground Zero
근처의 광고판에 연합감리
교회의 위로와 애도의
메시지를 전함.

2004 Igniting Ministry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을 위한 환영 온라인 훈련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필리핀을
중점으로 한 Central Conference
Communications Initiative) 출범.

2009 새 라디오 방송국이
코트디부아르에서 방송을 시작
18개월간의 계획 과정 후 Radio Methos가
크리스마스 기간에 첫 전차를 발송했다. 
The Rethink Church campaign launches.
Rethink Church 캠페인이 시작.
18세부터 34세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014년 Rethink Church
자원봉사 행사들을 통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
들이 혜택을 받았다.

1968 Division of Interpretation
에서 만든 로고 The Cross and Flame
감리교회가 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와 통합하면서 연합감리교회의 
로고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1969 연합감리교회의 
공식 매거진 Interpreter 출간
현재 77,000의 독자에게 1년에 
6번 발송되고 있다.

1966~1969  
Night Call, 그날의 시사 
문제를 밤샘토론으로 진행
했던 시청자 참가 형식의 
전국 라디오 프로그램
인종차별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사람들의 참여가 
높았다.

1952 연합감리교회총회 상황 처음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으로 중계
480개가 넘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Walter Van 
Kirk 목사의 논평을 방송했다. 다른 여러 총회
참석자들도 LA와 샌프란시스코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졌다. 2002 교회 밖에 전하는 긍정적인 

뉴스를 만드는 UMTV 시작

1954 주간 뉴스 개요, Methodists Make News 시작
처음 300명의 이용자가 1970년경에는 1,350명으로 늘어나면
서 배포를 제한해야 했다.
단어 “television”이 첨가되면서 Television, Radio and Film 
Commission - TRAFCO로 명칭 변경. The Pastor와 The Way, 
두 가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1995 연합감리교회
웹사이트 UMC.org를 시작
InfoServ에 가장 많이 의뢰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하였다.

1982 United Methodist
Film Service 다른 교단에 영상제공, 
EcuFilm으로 전환
EcuFilm은 30년이 넘도록 크고 
다양한 교단들을 도우며 성장해왔다.

2003 로이터(Reuters)가 
종교적 광고 금지 사항을 바꾼 
후 타임스퀘어 광고를 시작.
추수감사절 기간에 타임스퀘어에 
“The Gift”를 광고했다.

2008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처음으로 트위터 메시지
전송: ‘Nothing but Nets 
740,000개의 모기장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전달’
현재 79,000명 이상이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twitter를 따르고 있다.
공보부는 파트너들과 함께
아프리카의 원격 신학교육 시작.

2012 개발도상국가들
의 지역사회 지원과 교회 후원 
강화를 위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ICT4D) 시작

2006 공보부는 United 
Nations Foundation 과 다른
파트너와 함께 Nothing but 
Nets 말라리아 캠페인에 참여

2015 연합감리교
회 공보부는 파트너와 함
께 미 수화 용어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 

2011 연합감리교회 
공식 모빌 앱 시작

1981 테네시주 네쉬빌에 새 사무실과 스튜디오 건물 
20년만의 첫 건물, 34,000 평방피트의 필름/비디오,
라디오 그리고 음악 스튜디오 시설을 갖추고 있다.

1957 프로그램 저널,  
The Methodist Story 출판
각 페이지는 사용자가 뜯어
교인들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1948 Radio and 
Film Commission
설립
설립 5년 후
전 세계의 시청자들을 
위해 존 웨슬리 영화가 
방송되었다.

United Methodists In Service4 September 2015 September 2015 5



Our program runs with a morning and 
evening VBS(G–Force) and during the 
afternoons, we run a camp style track 
program with break outs like swimming, 
Dance Studio, Basketball, Art Studio and 
Science lab. Just as one child excitedly 
told his father, “We have a real band for 
worship!” we were also blessed to hear the 
attention grabbing and powerful messages 
by Pastor Jinny Song from KUMC of  

Detroit as our Kids Camp speaker. Having 
this unique conference where YI/CI/and 
Nexus are also putting together collaborative 
and simultaneous programs, allowed for our 
volunteers to also take in workshops and 
worships from YI/CI and Nexus. From all 
our directors and staff  at Nexus Kids Camp 
2015, our hearts are full of  thanksgiving and 
praise for a blessed and powerful Conference. 

Pastor Tarah Lee
KUMC of  Greater Washington – 

Centreville Campus | CMI Design 

Team | Nexus Vice President

The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Youth 

Initiative Conference was founded by first-generation 
pastors and designed by second-generation lay leaders 
and pastors. The conference brings in youth leaders 
from all over the nation and is designed to equip and 
experience God together. Naturally, many of  these young 
people are called into ministerial leadership and several 
alumni have become pastors and are even bringing their 
own youth leaders back to the YI Conference! This year, 
there were 9 churches that sent 53 students, and over a 
dozen young leaders came forward and proclaimed their 
call into ministry as either a pastor or missionary.

Youth Initiative is not a retreat, but a conference. 
The objective is not only spiritual growth, but 
practical application and accomplishment. 
The evening worships are designed to be more 
dramatic and included a full praise team from 
Valley KUMC. The varying keynote speakers – 
missionary, lawyer lay leader, architect lay leader, 
and youth pastor – brought an overall sense 
to the theme of  this year's conference 
of  “All in the Call”. To drive home the 
theme, the students attended “the 
basics” seminar sessions – spiritual gifts, 
leadership, evangelism, and the UMC 
for high school students; your identity, 
bible study and quiet time, and healthy 
relationships for middle school students. 
Several seminar topics that students could 
chose from included missions, how not 
to compartmentalize your life, seminary, 
UMC's views on certain hot topics, worship 
and praise, and more! Some students even 
chose to help package a total of  10,000 
meals for Stop Hunger Now!

A 10th grader from KUMC San Diego said that 
through YI, “I have grown both as a Christian 
and as a leader. I feel as if  I've seen God face to 
face and YI was such a refreshing experience. 
YI has helped me gain more knowledge not 
just spiritually, but practically as a leader.” It 
is the hope of  the design team that students 
will have left the conference energized and 
further empowered to serve, not only in their 
local churches but in the community 
of  God.

Gloria Kim
YI Director | Nexus Finance Chair

The Nexus Convocation is a biennial 
conference that brings together the Korean–
American leaders and members of  the English–
speaking Korean-American communities in the 
UMC and those who minister with them. For 
quite a while, these “next generation” programs 
were by and large funded and organized by 
first–generation(Korean–speaking) leaders. The 
idea behind Nexus Ministry was to create a 

network for the next generation run by the 
next generation. In 2011, Nexus Ministry was 
launched with the full blessing of  the National 
Korean Caucus.

This year's convocation was on the beautiful 
campus of  the University of  San Diego(San 
Diego, CA).  The theme of  “All in the Call” not only 

reflected our desire to encourage and 
equip both our clergy and our laity, 
but also to promote racial, gender, 
and generational healing. We held 
the conference concurrently with 
Children's Ministry Initiative(CMI), 
Youth Initiative(YI), and College 
Initiative(CI). The result was a 

phenomenal experience of  having 
over 250 individuals of  all ages 
representing churches from across 
the country learning together and 
inspiring one another.

One conference attendee wrote, 
“Because I didn’t grow up in a faith 
community that affirmed women(perhaps 
in theology, but not in social practice) 
wholly, it was the first time I felt affirmed 
as an Asian American woman in an Asian 
American worship space, not only by 
Reverend Elaine’s sharing and Dr. Rah’s 
preaching, but also through interactions 
with everyone through the week. This was 
priceless and life/identity-altering for me.”

Nexus Ministry though our website, our 
networking, and our conferences hope to create 
a genuine community within which the disciples 
of  Jesus Christ of  the UMC can find such life 
changing connection, no matter who they are, 
and no matter what context they serve.

Rev. Sam Park
Community Church at Holliston UMC(Pasadena, CA) | Nexus 

President

Find out more about Nexus! Visit us at:
www.nexusministry.org
facebook.com/nexusumc

The second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Church Leadership Conference was 
held from August 4–8, on the beautiful campus 
of  the University of  San Diego. This conference 
brought together four Korean Ministry Plan 
Initiatives – Children’s Ministry Initiative, Youth 
Initiative, College Initiative and Nexus. 
A unique conference where four Initiatives come 
together at one location and where it is a nexus for 
worship, collaboration, equipping, and sending 
forth. This year, the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Church Leadership Conference brought 
together over 200 lay and clergy leaders and their 
families. As one pastor shared, “this year, we were 
unsure whether we could make it out due to finances 
but my wife and my children all insisted that we 
needed to find a way to make it happen.” John 
Kim, a lay leader from Abundant Life Community 
in San Diego, wrote on his FB, “Thank you to all 
the leaders for organizing such a blessed-filled event! 
I had a GREAT time and it was so 
cool to have EVERYONE(children, 
youth, college and adult) at one 
event.”  
Here is a glimpse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Church Leadership 
Conference 2015. 

As part of  the Children’s Ministry 
Initiative program, we held our second Nexus Kids Camp in 
collaboration with YI/CI/Nexus. Our Kids Camp directors 
and staff(21) came from across the country to volunteer 
and minister to children of  our Korean American United 
Methodist clergy and laity. Although much of  CMI’s 
resources are spent on training, mentoring, consulting, 
networking and promoting Children’s Ministry in the local 
church; we saw a great opportunity to serve and minister to 
a group of  children who often times experience hardships 
associated with being children of  parents who are active in 
leading the church. 

차세대 사역

All in the Call
차세대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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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중앙위원회

8월 31일-9월 1일, Long Beach, CA 

중형교회 목회자 포럼

9월 1-3일, Long Beach, CA 

제3기 목회자 학교

9월 21-25일, 미 동북부 지역 예정

한인여선교회 전국 지도자훈련

9월 24-27일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세계성찬주일(World Communion Sunday)

10월 4일(매년 10월 첫째 주일)

러시아 기독여성훈련

10월 8-10일, St. Petersburg

이중문화가정 제5회 평신도 영성훈련

10월 13-17일, 한국동탄 시온감리교회

영성형성 아카데미

11월 9-13일, Racine, WI 

청년학생선교대회 KUMC 2030 Conference

11월 25-28일, Chicago, IL

담임목사 장찬영
•	주일예배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1시
•	영어예배	주일	오전	9시	30분
•	수요예배	오후	8시	
•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시	30분

43693	Dequindre	Rd.,	Troy,	MI	48085	
248.879.2240	•	www.kumcdetroit.org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윤국진
•	주일예배	오전	11시/오후	2시
•	주일학교	웹싸이트	jundowoman.wix.com/kids

•	주일학교	페이스북	www.facebook.com/groups/263807077055296/

•	유스그룹	페이스북	www.facebook.com/groups/265353246861491/

6400	Old	Centreville	Rd.,	Centreville,	VA	20121
703.939.0559(Church)	•	https://kumcc.wordpress.com

담임목사 조현준
•	주일예배/주일학교	예배	오전	11시
•	영어예배	오전	11시30분
•	금요	청년예배	오후	7시
•	토요	아침기도회	오전	7시

1526	Franklin	St.,	Ann	Arbor,	MI	48103
734.662.0660(Church)	•	www.kumcaa.org

담임목사 백승린
•	주일예배	오전	8시
•	주일	2부(영어)예배	오전9시	30분
•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30분/	(토)	오전	6시

26211	County	Line	Rd.,	Wesley	Chapel,	FL	33544
813.907.5815(Church)	•	www.tkumc.net

와싱톤한인교회(센터빌캠퍼스)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

템파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제자훈련부(GBOD)에서는

“우리는 누구인가?ˮ를
출판하였습니다.

연합감리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는 누구인

가?”는 연합감리교회의 아이덴티티와 독특성, 역사와 교리

를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이를 어떻

게 적용하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를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

다. 또한, 교회 임원들이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교회 사

역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새 신자나 타 교단

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연합감리교회의 특성을 알고 연

합감리교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입니다. 

● 1장은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의 여러 교단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감리교회의 차이점과 독특성

을 다루었다.

● 2장은 창시자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 미국에서의 감리교회 역사, 그리고 연합감리교회의 조직과 개체교회 운

영을 다루었다.

● 3장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타락, 구원, 종말, 하나님 나라, 교회, 성서 등에 관한 연합감리교회의 기초 교

리를 다루었다. 

● 4장은 감리교회의 역사와 신학, 정체성과 독특성을 현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다

루었다. 

연합감리교회 설명서 “우리는 누구인가?” 책을 받아 보시기 원하시면 https://www.surveymonkey.com/r/KGBKYXC에

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청자 300분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0월 말경에 받으실 것입니다. 

김광기 목사
총회제자훈련부 한인 및 아시아 태평양인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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