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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내년 봄
Oliveto 감독 선거관련 심의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동성애자 감독선거에 대한 확인판결 요청안이 연

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에서 내년 봄에 다루어지게 

되었다.

지난주 내쉬빌에서 모인 사법위원회 집행위원회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단의 중남부지역총회에서 

제출한 이 안건을 사법위원회 2017년 봄 회의의 심

의 의제 중의 하나로 결정하였다. 9명의 사법위원

회 위원 중 5명의 새로운 위원들이 지난 5월에 열린 

2016 연합감리교회총회에서 선출되었다. 

샌프란시스코 Glide Memorial 교회의 담임목사

였고 레즈비언과 결혼한 Karen Oliveto 감독은 서

부지역총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지난 7월 연합감리

교회 감독으로 선출되어 임명되었다. 

연합감리교회 장정은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생활

하는 자들의 안수를 금하고 있다. Oliveto 감독은 

그녀의 일생의 동반자인 Robin Ridenour씨와 2년 

이상 법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총감독회 집

행위원회는 사법위원회에 중남부지역총회의 청원

을 신속하게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법위

원회 집행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이 이슈

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든 견해들을 기도로서 심

의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요청을 

기각하였다. 

올해 중앙위원회는 “연대를 통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인총회”(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라는 주제로 지난 8월 16~17일 시카고 지역에서 모였
습니다. 특별히 2016년 중앙위원회는 새로운 언약을 기초로 부흥과 성장의 꿈
을 이어가기 위해 한인총회의 각 상임위원회, 연대기관, 각 지역 한인 코커스와
의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에 주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각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하
나님의 백성임을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20~22) 총
회장 김광태 목사는 기조 발제에서 우리가 당면한 동성애 이슈와 교인 수 감소
와 노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 한인총회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극
복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한인총회의 방향과 비전으로 첫째 날, 16일은 한인총회의 상임위원회와 
연대기관의 발제와 아울러 연대와 결속력을 위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
니다: 여 교역자, 타인종 목회자, 차세대 목회자, 여선교회, 남선교회, 선교위원
회, 평화위원회, 목회자 학교, 청년학원 선교위원회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미
래대책위원회에서 동성애 이슈에 대해 첫 번째 논의를 늦은 시간까지 이어갔습
니다. 둘째 날, 17일은 연대기관인 한인목회강화협의회(한목협)의 발제와 느헤
미야 운동의 발제를 통해 연대와 결속력을 통한 한인교회의 성장을 위한 질문
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미래대책위원회에서 동성애 이
슈에 대한 두 번째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학원 선교회를 한인총회의 공식적인 상임위원회로 상정하기로 한다.
• 평신도 위원회를 공식적인 상임위원회로 상정하기로 한다.
• 한인교회만을 위한 한인교회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다.
• 각 지역 코커스의 대표를 중앙위원으로 초대하기로 한다.
• 동성애 이슈를 논의할 한인교회만의 테스크포스팀(미래대책위원회)을 총회 

임원진이 조직할 것을 위임한다.

올해 중앙위원회에서 22대 한인총회는 앞으로 각 지역 코커스와의 연대와 결
속력 강화할 뿐 아니라 기독교 감리회 미주 자치연회와의 연대도 함께 모색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 지역 코커스의 대표를 중앙위원으로 초청
하기 위한 헌장 개정안을 내년 한인총회에 제출하기로 하였고, 기감 미주자치
연회와의 연대를 위해서 내년 한인총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현재 논
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함께 창조적 연대와 발전적 결속력을 이루기 위
해 노력해 주신 모든 중앙위원들과 연대기관, 상임위원회 여러분들께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22대 한인총회

총회장 김광태 목사

2016년 중앙위원회 회의 보고

연합감리교 첫 동성애자 감독인 Karen Oliveto 감독과 Elaine Stanovsky 감독(좌측 뒤) 
그리고 Minerva Carcaño 감독(우측 뒤)

Oliveto 감독은 9월 1일부터 Rocky 

Mountain과 Yellowstone연회를

포함하는 Mountain Sky 지역의 감

독으로 사역하게 된다.

지역총회의 동의안
Great Plains 연회의 대의원인 

Dixie Brewster는 Oliveto 감독선

거의 확인판결을 위한 동의안을 

만들었다.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지난 7월에 열린 중남부지역총회

에서 승인된 이 동의안의 근거로

는 교단이 깨지는 것을 예방하는 

취지에 있다고 했다.

이 안건은 사법위원회에 “후보

자 추천, 선거, 임명, 그리고 또는 

선임 등과 관련하여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생활하는 

사람이나 동성결혼의 배우자가 연합감리교회 감독

으로서 장정에 합당한가”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

고 있다.

이 안건은 또한 동성결혼의 공적인 기록이 감독

의 후보가 되거나 선출되고 임명되어 선임되는 자

로서 자격이 없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지와, 

만약 장정에 의거해 “기소당할 수 있는 대상”이 되

는 당사자에 관한 지역총회의 결정이 “무효”가 되는

지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동성결혼 또는 합법적 동성결혼으로 배우자가 

된 공적인 기록을 가진 감독 당선자를 어떤 지역총

회의 몇몇 감독들이 감독으로 임명하는 것이 합법

적입니까?”라고 이 안건에서 물었다.

다른 질문: 만약 연회의 관계자들이 어떤 목회자

가 동성결혼 또는 합법적 동성결혼으로 배우자가 

된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동성애자임을 밝히

고 생활하는 사실 자체가 장정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고 사법위원회의 결정과 관련이 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글쓴이: Linda Bloom,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도 감독한다”라고 정의되어있다.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은 목회자를 파송한다. 그들은 또한 목회

자가 교회법에 따라 고소당했을 때 첫 심의를 하게 된다.

감독들은 기관들의 이사회 위원이나 회장으로서 기관들을 관

리한다. 그들은 초교파적 또는 초종교적 관계에서 교단을 대표한

다. 그들은 또한 지역사회, 주 정부, 그리고 중앙 정부 등에서 교회

를 대표하기도 한다.

의무적 은퇴연령이 될 때까지 감독직이 보장되는 “평생직”으로 

선출되는 미국 내 감독들과는 달리, 해외지역총회 감독들은 연회

마다 다른 각기 정해진 일정 기간의 임기로 아래와 같이 선출된다.

»  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 4년 임기로 선출된 후 재선출 될 경우 

은퇴까지 감독직 보장

»  북유럽 유라시아해외지역총회: 8년 임기로 선출되고 재선출

되면 4년 임기를 더해 최대 12년까지 감독으로 사역. 만일 임

기가 은퇴 연령일 경우 평생직 감독으로 간주. 만약 12년 감

독 사역 후에도 은퇴연령이 되지 않았을 경우 목사의 직무로 

돌아감

»  필리핀해외지역총회: 4년 임기로 선출 후 재선거를 반드시 해

야 하며, “은퇴까지 감독직 보장”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서부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 12년 단임으로 선출. 만일 임기 

후 은퇴연령이 되지 않았을 경우 목사 직무로 돌아감

»  콩고해외지역총회: 4년 임기로 선출된 후, 재선될 경우 은퇴까

지 감독직 보장

»  중남부유럽해외지역총회: 4년 임기로 선출된 후, 재선될 경우 

은퇴까지 감독직 보장

»  독일해외지역총회: 4년 임기로 선출된 후, 8년 임기로 재선될 

수 있으며 최대 12년까지 사역할 수 있음. 만일 임기 후 은퇴

연령이 되지 않았을 경우 목사 직무로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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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몇 달 동안 내년 봄까지, 연합감리교회 해외지역총회는 

새 감독선출을 위한 회의를 할 예정이다.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s)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 지역 등의 연합감리교회 지역총회이다. 미국 내의 지역총회

(U.S. Jurisdictional conferences)는 7월에 열렸고 해외지역총회는 

각 지역의 스케줄에 따라 8월의 아프리카 해외지역총회를 시작으

로 2017년 3월의 독일 지역까지 열릴 예정이다. 일부 해외지역총회

에서 감독 선거가 있다.

해외지역총회는 아프리카, 중남부유럽, 콩고, 독일, 북유럽 유라

시아, 필리핀 그리고 서부아프리카 등 7개 지역으로 나뉜다.

해외지역총회 모임 일정
»  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 8월 11~14일

»  북유럽 유라시아해외지역총회: 10월 19~23일

»  필리핀해외지역총회: 11월 28일~12월 4일

»  서부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 12월 13~16일

»  콩고해외지역총회: 2017년 3월 6~10일

»  중남부유럽해외지역총회: 2017년 3월 8~12일

»  독일해외지역총회: 2017년 3월 15~19일

아래 5명의 해외지역총회 감독은 은퇴할 예정이다.

서부아프리카지역의 John Innis 감독(Liberia), 콩고지역의 Kai-

nda Katembo 감독(Southern Congo), Nkulu Ntanda Ntambo 감

독(North Katanga) 그리고 David Yemba 감독(Central Congo), 독

일지역의 Rosemarie Wenner 감독.

Peter Torio 감독(Baguio), Ciriaco Q. Francisco 감독(Davao), 

Rodolfo Alfonso Juan 감독(Manila) 등 필리핀의 모든 감독 3명이 

감독선거에 다시 출마할 예정이다. 필리핀지역의 감독은 매 4년 마

다 재임을 위한 선거를 한다. 동부콩고 감독구의 Gabriel Yemba 

Unda 감독 또한 아프리카에서 재임을 위한 선거에 나갈 예정이고, 

Unda 감독이 이번에 재선될 경우 그는 재선할 필요가 없는 감독으

로 남게 될 것이다. 북유럽 발트해 감독구의 Christian Alsted 감독

도 4년 임기의 재선을 위해 출마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0일에 끝난 2016년 총회(General Conference)에서 통

과된 법에는 해외지역총회감독들의 나이가 예정된 지역총회 개회

일 또는 그 이전에 68세가 될 경우 “연합감리교회총회가 끝난 날 이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퇴해야 한다”로 수정되었다.

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만이 주어진 3개월 기간 내에 지역총회를 

하지만, 이 개정된 법이 이미 은퇴를 결정한 감독들에게 아무 영향

을 끼치지 않고 다른 현직 감독 중에는 이에 해당하는 감독이 없다.

라이베리아의 이혼에 관한 입법안
2016년 2월 연회모임에서, 2016년 12월 선거를 위해 서부아프리

카지역총회에 나가는 두 명의 감독 후보자를 지지하기 전에 라이베

리아 연회는 이혼 목회자의 감독 선거 출마를 금하는 입법안을 유

지하는 결정을 했다.

후보자를 회의장에서 추천받을 것인지 또한 서부아프리카지역

총회가 라이베리아의 이혼과 관련한 그 법을 뒤집을 것인지에 대해

서는 확실치 않다. 해외지역총회 감독회 서기인 시에라리온 John 

K. Yambasu 감독은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관한 가이드라

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서부아프리카 감독회와 꼭 만나 협

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퇴 예정인 John Innis 감독이 서

부아프리카 감독회 회장이다.

“우리가 만들게 될 가이드라인이나 법칙은 해외지역총회의 대의

원들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합니다”라고 Yambasu 감독은 말했다.

새로 선출될 감독은 라이베리아 연회에서 사역하게 될 것이다.

감독들의 사역
교단의 법률서인 장정에 따르면 감독들은 정회원 목회자로 “교

회를 세상에 증거하고 봉사하는 일로 이끌어가고, 일상 사무를 지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s) 감독 선거

2013년 필리핀해외지역총회 감독들의 모습 

남부콩고 지역 Kainda Katembo 감독과 북부 카탕가 지역의 Nkulu Ntanda 
Ntambo 감독의 대화모습

리베리아 지역 John G. Innis 감독의 성찬식 모습(First UMC, Monrovia)

Joey Butler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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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요한 웨슬리의 견해

웨슬리와 돈
그의 인생의 말년이 가까워오면서 웨슬리의 설교와 글에는 “감리교

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미래를 점점 더 염려하는 듯 보인다. 감리교 
운동은 영국에서 약 오만 명으로 수적으로 강세였으며, 새로운 미국의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웨슬리는 쇠퇴의 징표를 보
았다. 영국 전역의 감리교 활동을 둘러본 여행은 웨슬리를 의기소침하
고 염세적으로 만들었다. 

1786년 8월 4일,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
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히려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로 존재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
던 가르침과 성령과 신앙훈련을 모두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경우에 이
런 일이 일어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웨슬리에게 불 보듯 분명한 위협은 점점 부유해지는 감리교인들의 
부유함이었다. 그는 기독교는 내부에 자체적인 소멸의 씨앗을 품고 있
다고 믿었다. 제자도는 우리를 더욱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만들고, 우리
가 더욱 부지런하고 검소해질수록 부가 증가하게 마련이다. 

웨슬리는 부 그리고 나눔에 실패하는 것이 기독교 전반에 위협을 주
며, 특히 감리교 운동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간주했다. 1789년, 웨
슬리는 감리교인들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약 30년 전 출판된 자신의 설
교 “돈의 사용법”의 세 번째 요점을 무시해 버렸다고 기록했다. 

“세 가지 제시된 원리들 가운
데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원리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를 지키는 것을 보았
을 것입니다. 또 소수의 사람들
이 두 번째 원리인 ‘할 수 있는 대
로 많이 저축하라’도 지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 세 번째 원리,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를 지키는 사람을 얼
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5만 명의 
감리교인들 중에 이를 지키는 사
람이 오백 명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러
나 아직도 세 번째 없이 첫 번째 
원리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

느 때보다 더 많아진 지옥의 자녀들보다 족히 두 배가 되리라는 사실만
큼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나눔에 대한 웨슬리 자신의 헌신은 일생 동안 한결같았다. 옥스퍼
드 대학생 때 그는 일 년에 28파운드로 생활을 했다. 수입이 30파운
드로 늘고 연간 소득이 120파운드에 이르렀을 때도, 그는 여전히 전
과 같이 28 파운드로 생활을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만일 자기가 죽
을 때 수중에 10파운드가 넘게 남았으면, 자기를 강도로 불러도 된다
고 말하였다.

부(wealth)에 대한 웨슬리의 원리들
웨슬리는 1786년 “감리교리에 대한 생각들”에서 이렇게 적었다:
“…감리교인은 어디서나 부지런하고 검소하다; 그 결과 그들은 재물

을 축적하게 된다. 그에 비례하여 자존심, 분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욕, 이생의 자랑도 커져간다. 그래서 혹여 종교의 모양은 남지만, 그 정
신은 재빨리 사라지고 만다. 

“…그러면 과연 (나는 재차 묻는다) 무슨 방도를 취해야, 우리의 돈이 
우리를 지옥에 빠지도록 만들지 못할 것인가? 여기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늘 아래 또 다른 방법은 없다. 만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
어라’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는’ 사람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를 지킨다면, 더 많이 벌수록, 그들은 더욱더 
은혜 안에 자랄 것이며, 더욱더 많은 보화를 하늘에 쌓게 될 것이다.”

웨슬리의 ‘돈의 사용법’이라는 설교는 우리에게 유용한 출발점이다. 
여기에 담긴 원리들은 그의 신학, 윤리, 그리고 선교를 논의할 때 빼놓
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Earn all you can)
우리에게 과연 ‘할 수 있는 만큼 벌어라’ 라는 충고가 필요한가? 그러

나, 웨슬리는 적극적인 획득을 신학 이론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었
다.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 하시고, 이 세상에서 창조하시는 역사에 동
참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벌라고 강조하였다. 그의 설교는 자신 
그리고 타인과 피조물에게 상처를 주면서 파괴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
는 데 대한 논쟁이었다. 그는 타인을 착취하는 것이나 타인과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돈 버는 것을 제한하였다. 웨슬리 전통에서 나
눔은 단지 우리가 획득한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
떻게 부를 획득하는가도 중히 여긴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Save all you can)
웨슬리는 축적과 쌓아두기를 찬성하기보다, 이에 대해 도전을 던진

다. 그는 감리교인에게 현명하게 투자하고 저축 계정에 많은 돈을 넣
어두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풍습을 “돈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라”는 격언은 단순한 삶의 방식으로의 부
름이며, 또한 사치, 부유, 그리고 자기만족에 대한 경고이다. 웨슬리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은 가난한 자들의 피에서 짜낸 것이라고 생
각했다. 앞서 말한 가난한 사람들이 살게 하며 획득한 부는 나눔의 일
종이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살도록 내 삶을 단순화할 용의가 있는
가? 청지기직은 우리가 무엇을 기꺼이 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은 채 우
리가 무엇을 기꺼이 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Give all you can)
청지기직에 대한 웨슬리의 세 번째 원리는 처음 두 가지 원리에 의미

를 부여해 준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줄 목적을 두고, 할 수 있
는 만큼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저축해야 한다. 웨슬리에 따
르면, “어리석은 욕망에 탐닉하거나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
의 자랑을 채우는 데 사용할 뿐인 모든 경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저축하라.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라… 자기든 자기 자식을 위하는 
죄나 어리석은 행동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주어라. 다른 말
로 하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수입, 저축, 기부는 
모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수단이다!

웨슬리에게 나눔은 하나님의 본성과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분의 본성은 사랑이시기에 다른 사람들
을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 풍성하고 온전한 삶을 주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다.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
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무조건적 사랑, 하나
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
랑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주는 것을 
포함한다. 주는 것에 실패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웨슬리는 재산 때문에 사람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관
계가 변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비현실적인 독립심과 
자기 의존감을 가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는지를 잊어버린다. 웨슬리는 진정한 종교가 
결코 강한 자들부터 시작해서 약한 자들에게 가지 않
고, 약한 사람들부터 강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믿
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보다 복음에 더 반응
한다고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스
스로 가난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웨슬리의 나눔에 대한 원리들
이 자리를 잡아갔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심은 포괄적이었

요한 웨슬리(1703~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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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으며, 그들에
게 회심을 외쳤고, 그들
을 속회에서 양육했다. 그
는 또한 무료 진료소를 열
었고, 학교, 봉제 협동조합,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대부업체를 시작했다. 가난
한 자들은 그의 친구이며 
예수님의 특별한 친구였기
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수
단으로 가난한 사람들
을 위해 그들에게 베푸
는 것에 웨슬리는 일평
생 열정을 불태웠다.

웨슬리에 따르면, 부는 우리를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
터, 그리고 나눔의 동기부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가난
한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나누는 것은 즐거운 열정이며 그리스
도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웨슬리 전통에서 본 나눔(Giving in the Wesleyan Tradition)
나눔은 일반적인 휴머니즘에 호소할 때 생기는 반응 그 이상의 것

이어야 한다. 그것은 신학적이고 그리고 선교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
리를 잡아야 한다.

나눔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뿌리를 둔다.
나눔의 능력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생명은 거룩한 

삶과 돕는 선교를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아무 대가도 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 우리
는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하나님의 식탁에 모든 사람이 앉을 자리를 마
련하는 사람이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온 인류가족이 번성하는 데 필요
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삶
과 활동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나눔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눔은 성결한 삶의 일부이다. 속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돈을 모

으는 수단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성결한 삶을 
책임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다. 제자의 성숙은 
필연적으로 나눔의 증가를 포함한다.

나눔은 우리 노동의 열매보다 더 많은 것을 포
함한다.

세상의 필요에 응답하는 절제된 생활은 나눔의 
한 부분이다. 다른 사람들의 풍성한 삶에 필요한 것
을 그들로부터 빼앗는 것을 거부함으로 우리는 나
눌 수 있다. 웨슬리 전통의 나눔은 우리의 노동과 경
영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기
쁘게 함께 나누는 것을 포함한다.

나눔은 가난한 자들과의 우정을 포함한다.
웨슬리는 매일 기도와 정기적인 성만찬을 행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을 정기적으로 심
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도와 영성 훈련에 빼
놓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감리교인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줄 때는 우편 등으로 보내는 대신에, 직접 전달하라고 
충고했다. 가난한 자들을 교회 생활의 중심으로 영접하는 것을 제쳐 
놓으면, 연합감리교나 다른 어떠한 교회에도 갱신은 일어나지 않을 것

Asbury 신학대학교
(Wilmore, Ky)에 있는
요한 웨슬리 조각상

청지기직(stewardship)은 웨슬리언 부흥의 중심을 차지한다. 요한 웨슬리는 이를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여겼다. 청지기직은 그의 설교나 개인적인 실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였다. 금전적인 자원을 기부
하는 것은 웨슬리의 속회나 신도회(societies)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수적인 영적 훈련이었다. 웨슬리가 생각하기에 하
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기부는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이었다. 

Kenneth L. Carder 감독

▶ 5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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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연대하며 연합감리교회는 삶을 변화시킨다.

Hilary Taylor는 3년 동안 총회세계선교부와 선교 인턴(commissioned 
Mission Intern, 현 세계선교구 특별연구원)으로 일했다. Hilary는 인턴 경험
에 대해 “총회세계선교부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저를 변
화시켰어요. 교회, 기독교인의 사명,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과 씨름하게 되
었거든요.”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Banyam 신학교가 태양열 전기를 위한 기금을 받기 
전까지, 신학생 Wala Zubairu는 밤에는 고작 두세 시간만 공부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전력 시스템 덕분에 저는 원하는 만큼 실컷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
어요, 지난 학기 학점은 ‘B’였는데, 태양열 전기 시스템이 설치된 후에는 성
적도 올랐어요, ’A’ 학점을 받았거든요.”

메릴랜드 주 Gaithersburg에 위치한 Epworth연합감리교회는 매주 영어
와 스페인어로 예배드리면서 “의도적으로 다문화, 다국어를 지향하는 공동
체”라고 담임 Jennifer Fenner 목사는 말한다. 백인이 압도적이던 교회를 변
화시키면서 CORR Action 기금의 도움을 받았다. 

Carson Jones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Lake Junaluska에 위치한 연합감리
교회 수양관에서 열리는 미 원주민 하계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다. 최근 몇 년
간, Jones씨의 딸은 Rumbee 부족인 아버지 Jones씨를 따라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Jones씨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기도 하고, 제 딸이 우
리와 비슷한 아이들을 만나니 좋군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뛰놀고, 
공예를 하면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연합감리교인은 관대한, 그것도 아주 후한 사람들이다. 2014년, 그
들은 1억3천5백만 불이 넘는 돈을 교단 사역을 지원하는 헌금으로 드
렸다. 또 다른 3억7천3백만 불은 교회와 관련 및 다른 자선 활동, 이를
테면 수프 키친(soup kitchen)이나 옷 수집 운동에 사용하였다. 교인
들은 국내나 국제적인 재난에 반응하여 2천8백만 불을 헌금하였다.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 헌금함에 헌금을 넣거나, 온라인 기부를 승
인할 때, 그 단순하지만 관대한 행동이 먼 곳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달러당 85센트에 해당하는 가장 큰 부분이 개체교회의 사역과 선
교에 사용된다. 나머지 15센트는 연대사역을 지원하는데, 이는 개체 교
회, 지방회, 혹은 연회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 연대를 맺어 아주 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그 15센트 중에서 2센트는 교단 선교분담금을 지원한다. Taylor, 
Zubairu, Fenner는 교단 선교분담금에 의한 7대 기금을 활용하여 제공
하는 프로그램, 직원 및 다른 자원을 경험하는 수백만 명을 대표한다. 
그 기금을 교단선교분담금 1억3천5백만 불을 들여 지원했다고 총회재
무행정협의회가 밝힌다.

또 다른 7센트는 지방회, 연회, 그리고 지역총회를 통해 선교와 사역
을 지원한다. 나머지 6센트는 특별주일헌금, 세계선교특별헌금과 특별
지정선교헌금(The Advance)으로 지급한다.

총회는 선교분담금 총액을 승인한다. 
매 4년마다 총회(General Conference)는 4개년 회기에 

필요한 교회 전체 예산과 각 선교분담금에 의한 기금의 
총액을 승인한다. 총회재무행정위원회와 연대사역협의회
는 일반 교단 예산을 청원한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인, 
각 연회에서 선출된 평신도와 교역자 총회 대의원들은 토
론과 조정을 거쳐 마침내 4년기를 위한 예산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모인 2016 총회는 2017~2020의 4년 회기를 
위해 6억4백만 불 예산을 승인했는데, 2013~2016 예산에
서 약간 증가한 것이다. 

일단 승인이 되면, 총회재무행정위원회 직원들은 연회
별로 총액을 나누는데, 각 연회 안에 있는 교회들의 운영
비를 토대로 만들어진 계산공식을 사용한다. 그러면 연회 
직원은 다양한 공식을 사용하여 자기 지역의 몫을 개체 
교회들에게 할당한다.

현재 사용하는 분담금 체계는 약 100년 전의 것이다. 
감리교가 점점 번성하고 헌금이 증가하던 20세기의 첫 30

년 동안에 만들어졌다. 1924년 연합감리교회의 전신인 미(북)감리교
회(Methodist Episcopal Church)는 세계 선교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총회재무행정협의회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분담금은 전 세계에 연합감리교회의 사역과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7가지 교단기금을 지원한다. 2012년 장정에 따르면, “개체교회가 
분담금을 전액 지불하는 일이 교회의 첫 선교적 책임이다”(247.14).

세계봉사기금(World Service Fund)이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 교회를 개척하고
»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 선교사들에게 봉급을 주고
» 사회 원칙에 일치되는 노력을 지원해주고
» 젊은이 사역에 리더십을 제공하고
» 교단이 후원하는 광고에 광고료를 지불한다.
이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일을 돕고 있다.

세계봉사기금은 수 많은 선교와 사역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교회의 총회
기관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연합감리교회사회부(Church and Society), 
연합감리교회세계선교부(Global Ministries), 연합감리교회고등교육사
역부(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연합감리교회제자부(Discipleship 
Ministries), 인종관계위원회(Religion and Society), 여권신장위원회(Status 
of Role of Women), 연합감리교회남선교회(United Methodist Men), 그리
고 연합감리교회 공보부(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이다. 

Taylor는 선교구 인턴이 되어 처음에는 남아프리카 Pietermaritz-
burg에 있는 Seth Mokitmi 감리교신학교에서 현장교육과 사역 간사로 
일했다. 그는 신학생들이 지역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역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었다. 그 후, 마이애미에 있는 재정 안정을 위
한 United Way 센터에서 재정 코치로 일했다. 두 곳에서 모두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를 일구는 센터로 기능할 수 있는지 배웠어요. 척박한 환
경 속에서도 서로 관계를 맺고 상상력을 통해 풍부함을 창조해가는 그
런 공동체를 말이에요. 의심할 것 없이, 저는 지난 몇 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해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총회세계선교부는 ‘세대 변혁’(Generation Transformation)을 통해 
청장년들이 단기 선교를 경험할 기회도 여러 가지로 제공한다. 

세계 선교에 포함되는 해외지역 총회 신학교육 기금(Central Confer-
ence Theological Education Fund)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서 
목회 훈련을 지원한다. 

Zubairu는 그가 다니는 신학교를 위한 기금에서 나온 장학금 덕분에 밤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금은 출판물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신
학생과 목회자들에게 신학 서적을 전자서적으로 읽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것
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은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
장하고 있다. 더 많은 목회자들이 필요하다.

총회는 예산에서 유일하게 증액된 해외지역총회의 신학교육을 위한 기
금을 5백만 불에서 2017~2020 회기에는 1,000만 불로 증액 승인하였다. 총
회는 또한 해외지역총회가 총회행정 기금(General Administration Fund)으

로 정한 75만 불의 한도액을 넘는 기금은 신학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총회인종관계위원회 행동기금 보조금은 총회인종관계위원회가 범
문화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종편견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한 방법이다.

Fenner는 “Epworth 교회가 주위의 청소년들과 공동체에게 창의적
인 방법으로 접근하려 할 때, 이 기관 기금의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
어요. 이 기관은 언제나 의도적인 범문화적이고 문화간 목회에 앞장서 
주었고, 그에 따르는 도전을 이해해 주었어요.”라고 말한다.

“총회재무행정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교회의 95퍼센트는 백인이다”고 
인종관계위원회에서 조직적인 책임의 리더로 일하는 Amy Stapleton 목사
는 말한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바꾸어 각 사람과 회중이 서로 다른 문화
의 목회 경험을 갖추고, 준비하며 포용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대학교기금(Africa University Fund)
짐바브웨의 Mutare에 위치한 아프리카 대학은 2017년에 25주년을 

맞게 된다. 6월 11일, 이 대학에서는 대학 역사상 가장 많은 아프리카 
대륙 22개국에서 온 841명의 학생들이 졸업하였다. 졸업생의 54퍼센트
가 여성이었다. 6천여 명이 넘는 동문들이 농업, 경영학, 신학, 건강과학 
같은 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대학 기금은 이들을 위한 
장학금과 기타 다른 리소스들을 제공한다.

교역자양성교육기금(Ministerial Education Fund)
미래에 전문사역을 하려는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여러 단계의 안수

과정을 준비하도록 지원해 준다. 일부 기금은 연회에서 제공하는 본처 
목사(local pastor)의 교역자 자격과정(Course of Study)을 돕기도 한
다. 대부분의 기금으로 신학 교육비를 부담하고 연장교육을 제공한다.

Dennis Miller 목사가 전임목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기
혼에 심각한 의료를 받는 아이도 있었다. 신학교를 전임(full-time)으로 선택
할 상황이 아니었다. 

잠깐 동안 변호사를 했던 Miller 목사는 인허 받은 본처 목사(Licensed 
local pastor)가 되어 교역자 자격과정(Course of Study)을 밟기 시작했다. 그
는 청소년 목회를 하다가 부목사로 옮기고 2006년 미주리 주 Nixa에 위치한 
Aldersgate연합감리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Miller 목사가 부임한 후, 평
균 250여명이었던 예배 참석 인원은 600여명으로 크게 성장했다. 

흑인대학기금(Black College Fund)
“만일 흑인 대학이 없었다면, 만들어졌어야 했을 겁니다.” 라고 노스

캐롤라이나 주 Greensboro에 있는 Bennett 대학의 15대 총장 Johnnet-
ta Betsch Cole은 말한다. 이 대학은 연합감리교회 계통의 전통적인 11 
개 흑인 대학과 흑인 대학교에 하나로 속해있다. 많은 학생들이 가족 
중에서 처음 대학 교육을 받는다. Virginia Tech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흑인 남성들이 백인이 다수인 대학에 다니는 것보다 전통적인 4년제 흑
인 대학을 졸업할 경우 평생 동안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실기금(Episcopal Fund)
교회 안팎으로 의견을 내도록 선출되고 성별된 감독은 미국에 46

명, 해외지역총회에 20명이 있는데, 봉급과 사무실, 여행경비, 연금, 건
강보험 혜택을 감독실 기금에서 받는다.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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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감리교인은 관대한 사람들이다.

UM세미나 청년들의 성경공부 모습

차별과 폭력으로 시달리는 필리핀 남부지역 토착민 Lumad인들을 연합감리교회가 후원하
고 있다. 사진은 ‘Lumad인들 연대 결속의 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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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해외지역 총회, 아시아, 그리고 유럽 연합감리
교회도 이를 지원한다. 

교회연합사역협력기금(Interdenominational Cooperation Fund)
총회가 스웨덴에 있는 Uniting 교회와 Moravian 교회(Moravian교

회의 허가는 아직 미확정)와 ‘온전한 공동체’(full communion) 관계를 
승인했을 때, 총회는 총감독회(Council of  Bishops)의 교회연합사업팀
(OCUIR─Office of Christian Unity and Interreligious Relationship) 직
원들이 한 일을 인정해 주었다. 

‘공동체’는 두 개 이상의 교회들 간의 관계로
»  서로서로 성경에 묘사되고, 교회의 역사적 신경(creeds)으로 고

백되는,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들로 인정한다.
»  상대방의 성례전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고, 서로 상대방의 성만찬

에 동참하는 것을 환영한다.
» 상대 교회의 그리스도 사역의 진정성을 인정한다.
»  상대방의 사역팀이 정당함을 인정해준다.

연합감리교회와 ‘공동체’ 관계에 있는 교회로는 미국 Evangelical Lu-
theran 교회, 노르웨이 Lutheren 교회, 스웨덴 United교회, Pan-Meth-
odist교회: African Methodist Episcopal,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ristian Methodist Episcopal, African Union Methodist Protes-
tant and Union American Methodist Episcopal 등이 있다.

교회연합사업팀(OCUIR) 직원은 성공회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천
주교와도 서로 대화한다. 

이 기금은 또한 연합감리교회가 전 세계에서 있는 기독교인의 연합
을 옹호하면서 초교파적이고 범종교적인 조직에 참여하도록 해준다.

총회행정기금(General Administration Fund)
교회의 행정 활동을 재정하는 것부터, 총회가 공식적인 연합감리

교회의 서류와 역사적인 유물을 유지하는데 드는 기본 경비의 인수까
지, 이 기금은 감시하고 재무 책임이 있는 신뢰할 만한 체계를 확실하
게 한다. 이 기금은 총회재무행정위원회와 총회교회역사 보존위원회
를 지원한다. 

지속적으로 함께 가기(Going ‘the second mile’)
특별지정선교헌금(The Advance)
연합감리교를 위해 지정된 헌금이 전달되는 통로이다 - 전 세계의 

850개의 사역과 3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돕는다. 총회세계선교부 직
원이 재검토하고 기금에 해당되는 각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특별선교
헌금을 위하여 모금된 기금은 헌금한 이가 지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100퍼센트 사용된다. 

특별선교헌금을 통해 개별 선교사들과 선교 발의(mission initiative)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다. 

Belize에는 정부 보조의 부족으로 중등교육이 종종 어려움을 겪는
다. Belmopan감리교 고등학교가 건축되어 380여 명의 어린이와 20명

의 교사, 그리고 심지어 학교 근처에서 
식품을 파는 동네 노점 상인들의 삶까
지 바뀌었다.

캄보디아에 있는 지역 건강과 농업개발
사업 프로그램(CHAD-Community Health 
and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
은 최근 1,184명을 의료 보조와 생계 지원
을 하였으며, 73개 감리교회들을 통해 25
개의 소 사육그룹과 25개의 닭 사육그룹을 
만들었다.

네브래스카와 캔자스 주의 ‘커다란 텃
밭’(Big Garden)은 2005년부터 만들어져 
온 80개가 넘는 자립적인 텃밭들을 영양 프
로젝트와 결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신선
한 식료품실, 학교, 주일학교, 하계학교, 여
름성경학교를 위한 영양가 많은 간식들, 공
동 식사, 요리 강습, 씨앗 은행, 그리고 ‘농장
에서 식탁까지’(Farm-to-Cafeteria)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을 통하기 원하는 
사람은 지역별 프로젝트를 찾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진 사역부문을 찾
을 수도 있다. 특별선교헌금에서 현재 실시하는 프로젝트들은 www.
umcmission.org/advance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헌금을 드리는 특별 주일 (Special Sundays with Offerings)
2016 총회는 6개의 특별 주일을 매년 계속 지키고, 날짜와 헌금 사용

법을 지정했다.  개체교회의 사정에 맞추어 다른 주일에 지킬 수도 있다. 

인간관계주일(Human Relations Day) ─ 2017년 1월 15일
인간관계주일 헌금은 총회세계선교부의 지역개발 프로그램(com-

munity developer program)을 지원한다. 또 비폭력 청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옹호, 리더십 훈련 및 개발을 제공하는 총회사회부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카고에 있는 Clare Christian연합감리교회의 ‘학습 체육관’(Learning 
Gym)은 도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데, 체육경기, 학업 
향상, 그리고 삶의 기술과 관련된 워크숍이 일 년 내내 열린다. “우리가 바
라고 기도하기는, ‘학습 체육관’에 오는 학생들이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어 
미래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지역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Ed 
Bickham은 말한다.

연합감리교 구호위원회 주일(UMCOR Sunday) ─ 2017년 3월 26일
과거 ‘빈곤퇴치주일’(One Great Hour of Sharing)로 불렸던 이 특별

주일은 선교분담금에 의한 기금을 받지 않는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
의 행정비용을 지원한다. 이 헌금은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가 기부받
은 돈의 100퍼센트를 음식, 대피소, 건강과 평화 등 지정된 사역에 쓰
이도록 해준다.

미원주민선교주일(Native American Ministries Sunday) ─ 2017년 
4월 30일

이 주일은 미원주민이 교회와 사회에 기여한 것을 축하한다. 헌금 
일부는 연회의 미원주민 사역을 지원한다. 또 일부는 연합감리교회 세
계선교부와 연계하여, 시골, 도시 그리고 미원주민 거주지에 사는 미원
주민 회중, 사역 및 공동체를 지원한다. 또한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사

역부를 통해 관리되는 미원주민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Jones씨와 그의 딸을 Lake Junaluska로 이끈 컨퍼런스는 이 헌금 
지원을 받는 사역의 하나로, 참석자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도 한다. 

가족이 출석하는 Triad연합감리교회의 임원회장 Daphine Locklear 
Strickland씨는 “보통 사람에게 이것은 작은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
러나 Carson씨과 딸은 이 컨퍼런스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동남부 지역
에서 온 다른 미원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신들의 유일
한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평화주일(Peace with Justice Sunday) ─ 2017년 6월 11일
총회사회부는 2015년에 받은 헌금에서 15개의 정의와 평화 보조금

을 지급했다. 지원한 사역에는 필리핀에서 ‘생계수단이 필요한 젊은 엄
마’들을 위한 사역’, 독일에서 열린 사회 원칙 세미나, Justice for Our 
Neighbors, Fossil Free연합감리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감옥을 위한 
사역 등이 포함된다. 

세계성찬주일(World Communion Sunday) ─ 2017년 10월 2일
이 헌금은 미국 내 혹은 외국에서 온 소수 인종 출신 대학생과 대학

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와 연합감리
교회 고등교육사역부가 장학금을 관리한다.

연합감리교회 학생주일(United Methodist Student Day) ─ 2017년 
11월 27일

이 헌금은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사역부가, 교회 계통이나 인가받
은 타 대학교에 다니는 연합감리교인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대부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셨던 것처럼, 자원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의 
곤궁한 자들을 자기 가족의 일원들로 여기지 않으면 나눔은 전적으로 
늘지 않을 것이다.

나눔은 개인적인 자선을 넘어 서로 관계를 맺고 공의와 연민으로 이
루어진 평화(shalom) 공동체를 세운다. 

자선 그 자체는 온정을 이용한 지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이다. 웨슬리 자신도 가끔씩 가난한 자들에게 온
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긴 하지만, 가난한 자들의 곤경을 전체적으로 
다루려 시도했다. 그는 그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
는 것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사회봉사와 전도가 분리된 것이 아
니었다. 두 가지 다 복된 소식이었다.

그는 노예무역, 알코올 밀매, 그리고 18세기 영국의 경제생활에서 
가난한 자들과 다른 주요 기본식품에 징수하던 이자에 소리 높여 저

항함으로써 자신의 청지기직을 표현하였다. 웨슬리 전통은 우리가 소
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되어 주고, 하나님의 공의, 관대함, 기쁨
을 반영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통찰력과 영향력을 발휘하
는 것을 포함한다.

결론
웨슬리에게 나눔이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감사하는데 바탕을 둔 

우리의 관대함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는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수단이었다. 그는 감리교인들이 할 수 있는 만
큼 많이 나눈다면,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가지게 되리라고 확신했다. 
청지기직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풍성한 식탁에 앉을 자리가 있는 
풍성한 선물의 생활이다. 

결론으로 적합한 웨슬리 자신의 말이 있다. 
“(돈)은 가장 고귀한 목적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뛰어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중에 있는 돈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목
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제공합니다. 나
그네와 이방인에게 머리 둘 곳을 줍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과부에게 남
편의 자리를, 고아에게는 아비의 자리를 대신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
리는 억눌린 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줄 수 있
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안위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먼 자에게 
눈과 같으며, 다리 저는 자에게 다리와 같습니다. 실로 죽을 지경으로
부터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1997년에 열린 기부와 복음 심포지움과 2003년도 그리스도인
의 청지기 의식에 관한 연합 감리교회 회의 때 Kenneth L. Carder 은퇴 
감독이 발표한 연설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Carder 감독은 내쉬빌과 미시
시피 지역을 섬겼으며, 지금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채플린시의 한 병원
에서 치매환자의 기억을 도와주는 기억치료병동의 원목으로 섬기고 있다.

국제감리교학교 모임(히로시마 일본, 2013)에서 연합감리교의 흑인대학
으로 유서 깊은 Wiley대학교(Marshall, TX) 아카펠라 성가대의 찬양 모습

Mangobo 연합감리교회 중등학교(Kisangani, 콩고)의 Marceline Bakaba Kongaiseko 선생님의 수업 모습

글쓴이 신디 솔로몬은 테네시주 Franklin에 거주하는 마케팅 컨설턴트이
자 콘텐츠 작가이다. 이 기사는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웹사이트, www.
umcmission.org, UMNS 기자 Sam Hodges, 서부 짐바브웨 기자 Priscilla 
Muzerengwa와, Interpreter 잡지의 자유 기고가 Sophia Agtarap, 그리고 
“Revival of Stewardship and Creation of the World Service Commission” 
등이 도움을 주었다

“기부에 대한 요한 웨슬리의 견해”  3페이지에 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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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교회 소식

장수 사진 찍던 날

“자 김치~ 웃어보세요.” 어색한 웃음을 하신 어른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하나씩 그려집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는 방법이 무엇일

까 궁리하던 차에 노인회 어른들 영정사진 찍는 행사를 생각했습

니다. 타이틀도 기분 좋게 ‘장수 사진 찍는 날’이라 했습니다. 그

러나 그분들은 영정사진이란 것 아시지요. 그런데도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여유와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침 일찍부터 꽃단장하신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얼마 만에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

은 여전히 어색하고 떨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천국 여권에 넣을 

증명 사진이라니 더욱 그렇습니다. 찰나의 촬영이 끝나고 사진을 

보시면서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많

이 늙었네. 이 주름 좀 봐봐. 할아버지가 됐어.” 요즘엔 컴퓨터 기

술이 좋아서 주름은 다 지워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했지만 미

더운 듯 손사래를 치십니다. 흘러간 세월이 못내 야속합니다. 쏜

살같습니다. 

개인 사진을 찍고 났는데 할머니 몇 분이 오셨습니다. 휠체어

에 몸을 간신히 가누고 계신 백발의 할머니를 또 다른 할머니가 

모셔왔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와 딸입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엄마하고 저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까요?” 치매를 오

래 앓고 있는 엄마의 머리를 연신 빗어드리며 그 딸이 말합니다. 

“엄마, 오늘 천국 사진 찍는 날이야. 나랑 같이 예쁘게 찍자. 알았

지?” 그렇게 엄마와 딸 할머니들은 또 다른 추억을 남깁니다. 연

이어 다른 할머니 두 분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 친구하고는 삼

십 년 오랜 친구입니다. 같이 사진 한 방 박으

면 좋겠는데요.” 두 분의 우정이 오래 계속되기

를 바라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어르신들

은 이날 이렇게 어색한 웃음을 짓습니다. 준비

해간 떡을 함께 나누며 한바탕 노래방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주 올랜도 노인회 장수 사

진 찍던 날의 모습들입니다. 

장수 사진 찍는 날 행사를 하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가 동네를 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견스러웠습

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쁨이 하나라면 함

께하는 기쁨은 열 배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

한 사랑과 헌신은 결코 작지 있습니다. 큰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큰 사랑을 가지고 하

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번 

장수 사진 행사를 통해 사랑과 헌신으로 동

네를 섬길 수 있었다고 하

는 것은 이것 자체로 우리

에게 축복입니다.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모두 함

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

다. 평일 아침에 봉사활동

에 참여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

은 분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린 지아와 힘

센 지후를 데리고 아침부터 씩씩하게 달려와 준 보연자매, 피아

노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사진촬영 도우미 역할을 감당해준 최

경애 성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해줄 화장품을 한 가방 들고 

와준 메이시와 가족들, 함께 맛있게 나눌 떡을 

픽업해오신 서용진 권사님과 장로님, 파란 티

셔츠를 커플 옷으로 입고 함께하신 이정우 집

사님과 아내분, 그리고 모처럼 쉬는 화요일 아

침을 뒤로하고 달려와 주신 이옥남 권사님, 또

한 기도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형편이 되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먼저 내 

시간을 쪼개고 가진 것을 과감하게 

나누는 것이 축복의 믿음입니다. 맨

날 받기만 하는 축복은 썩어져 버립

니다. 쓰지도 않을 것을 많이 달라 

하는 것이 욕심이고 설령 받는다 한

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신 나

누고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더해집니다. 그

런 성도들과 교회가 참된 축복의 통

로입니다. 

사진 촬영을 하는 내내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지 감사하

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날보다 교회가 많

이 부흥했나 보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

답 대신 웃어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다 했습니다. 

진짜 부흥이란게 이런 것 아니겠냐는 

말씀으로 대신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슴이 뭉클했습

니다. 대략 40여 분께서 사진을 찍으셔

서 집에 와 컴퓨터 작업을 시작했습니

다. 그분들 사진을 모니터에 한장 한장 

넘기며 천천히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문득 그분들 눈망울이 진줏빛으로 보

입니다. 진주는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옥색의 진주 같은 눈망울 속에 비치는 

희미한 인생의 슬픔과 회한, 기쁨과 한

숨, 그리고 이제껏 짊어지고 오신 인생

의 무게가 보입니다. 옥색의 진줏빛 눈

망울은 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포함한 모든 인생의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그

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헌신하

고 희생하고 순교자의 각오로 말이지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데 때로는 그냥 좋아하는 것을 재미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입니다. 목사지만 저는 목회하는 게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싫을 

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목회다 생각하고 할 때

가 있습니다.

이번 장수 사진 촬영도 평소에 사진을 좋아하는 나의 취미

를 목회다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재미있었습니다. 마

찬가지로 평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해보

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말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

니다.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것 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것

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참고하는 것 말고 안 하면 못 참는 그런 

일 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미 하는 것 말고 다른 교회가 안 하는 것을 했으면 

합니다. 이번처럼 계속 우리가 모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장수 

사진 찍으며 우리 모두 기쁘게 축복을 나눴고 이미 그것으로 우

리는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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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리 팀의 경험을 섬기는사람들 지면을 통해 나누는 이유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한국문화체험(Korean Cultural Immersion) 방문을 다녀

온 교인들은 모두 한국의 역동적인 변화에 크게 감탄하였습니

다. 저희가 머물렀던 분당 지역이 불과 20년 전에는 농토이었

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합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변

화가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로녹시과 비교하면, 한국 사회와 

교회 변화의 역사는 이들에게는 큰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을 막상 와서 문화를 경험해보니 저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큰 도시에서 자란 네

가 이곳 시골에 와서 많이 고생한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

하면 좋을까 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들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곧 행하

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영어캠프와 같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꿈꾸지만, 인력이 없어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인종 목회(Cross Cultural Appointment)를 담당하는 한인목회

자들이 이와 같은 한국여행을 계획하여 한국교회를 지원한다

면 많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국교

회는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며, 한인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그들의 목회자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Korean Cultural Immersion trip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손

길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연합하여 이

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문화체험

한국 문화체험 방문기

우리 교회가 있는 버지니아 주 로녹시는 인구 20만 정도의 도시입

니다. 이중 아시아인의 비율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 7

월에 이 도시에 있는 Raleigh Court 연합감리교회에 교회사상 첫 유

색인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환

영해 주었고, 저는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교우

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가운데, 교회가 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라난 배경에 대해 알려주어야겠다는 마

음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월 초 합동임원회의 

때 한국방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회 리더들과 나눴습니다. 이미 

제가 속해 있는 버지니아 연회에

서는 매년 조영진 감독님의 인도

로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Pilgrimage for Spiritual 

Renewal to Korea’ 프로그램이 있

었기에, 교회 리더들에게 설명하

는 것이 수월했습니다. 임원들은 

좋은 아이디어라 동의했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몇 명이나 모

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2~3명만 모여도 가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놀

랍게도 8명이 지원을 하여, 저를 포함한 9명의 교우들의 한국 일정

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중점은 물론 한국문화 체험이기도 했지만, 저는 섬

김의 기회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서 사역했던 불꽃교회에 연락하여 그 교회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영

어캠프를 저희 교인들이 섬길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불꽃교회

는 2012년부터 매년 여름 지역 아이들을 위해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원어민 강사 수급이 어려운 부분이기에, 

저희가 원어민 8명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크게 반겨주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자비로 항공편을 부담하고, 한국에서의 체류비용은 불꽃

교회에서 후원하는 형식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은 준비되었습니다.

영어캠프 ─ 불꽃영어캠프는 매년 80여명의 지역아이들을 초청

하여 영어로 한주간의 캠프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캠프의 모

든 순서는 영어로 진행되지만, 내용은 기독교적인 교육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교회에 사용되는 여름성경학교(Vaca-

tion Bible School)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놀랍게도 90여 명

의 참석 아이들 중 불꽃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30~4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숫자도 꽤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7월에 저희 교회에

서 진행한 VBS 커리큘럼에 맞추어 캠프를 인도하였고, 아이들과 함

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캠

프는 웃음과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5일의 짧

은 일정 동안 우리 교인들은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아이들

이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렸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아이들을 통

하여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고백을 들으며 참 감사했습니다. 실

제로 캠프 이후 불꽃교회 교회학

교에 20여 명의 새로운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영어가 그 지역 선교에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습니다. 

교회 투어 및 섬김 ─ 저희 

팀은 한국에 있는 동안 4개의 교

회를 방문했습니다. 첫 주일은 

우리 팀을 후원한 불꽃교회(담

임: 공성훈 목사)에서 예배를 드

렸으며, 두 번째 주일은 로녹시과 

자매결연 도시인 원주로 이동하

여 원주제일교회(담임: 최헌영 목사)와 카페교회로 지역사회를 섬기

는 말씀의교회(담임: 이병구 목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광

림교회(담임: 김정석 목사)의 젊은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낸 둘째 주일은 세 개의 교회에서 세 개의 다른 예배를 

참석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주일성수의 개념이 점점 약해

지는 미국 교회에 비하여, 한국교회는 아직 신앙의 전통을 잘 고수하

고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인이  ‘매주일 교회 오는 것

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한 주일에 세 개의 다른 예배를 참석한 것

을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직도 제 머리에서 맴돌

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의 방문이었지만 우리 교인들은 한국 교인들

의 헌신과 섬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이 우

리 교인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한국을 떠

나오기 마지막 날에는’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노숙인 사역에 함께 참

여하여 섬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문화체험 ─ 저희 팀은 한국 방문 동안 여러 가지 문화 체험 행사

에 참여하였습니다. 민속촌에서 한국 전통을 경험해보고, JSA 투어

를 통하여 분단의 비극을 눈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의 남

산, 광화문, 경복궁 야간 투어, 인사동, 프로야구 관람, 남대문, 동대

문 시장 등을 돌아보며 한국의 여러 모습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전승수 목사 | Raleigh Court UMC, VA

Raleigh Court 연합감리교회 한국 문화체험 방문 단체사진

한국 민속촌 방문

판문점(JSA) 방문

불꽃영어캠프 여름성경학교 참가자 단체사진

[바로잡습니다] 
지난 섬기는사람들 8월호 7면 기사, ‘찬송가의 역사: 
“Lonely the Boat”’ 내용에서 “Hope Kawashima작곡”을 

“이동훈 작곡”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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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담임목사 강정욱
•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영어예배:	12시	30분
•	주일학교		오후	12시	30분
•	수요	찬양예배		오후	7시
•	EM	금요	모임		오후	6시
•	새벽기도		(화~토)	오전	6시	

281	Beach	Rd.,	Marina,	CA	93933
831-333-6857		•		http://canaankumc.org/xe/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신용철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	수요제자훈련		(낮반)	오전	10시/	(밤반)	오후	8시

•	금요예배		오후	8시

•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945	Old	Canton	Rd.	Marietta,	GA	30068
770-321-0020		•		www.ikumc.com

담임목사 이휴재
•	주일예배		1부(영어예배)	오전	10시/	2부(한어예배)	오전	11시

•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0시

•	수요예배		오후	8시

•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1696	McGovern	St.,	Highland	Park,	IL	60035-3529
847-998-4610		•		http://galumc.org/

갈릴리연합감리교회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임희영

•	주일예배		오전	11시

•	교회학교		오전	11시

•	수요성경공부		오후	7시	40분

•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시	30분

250	Stuyvesant	Ave.,	Lyndhurst,	NJ	07071
201-438-6928		•		이메일:	econhylh@gmail.com

뉴저지영광연합감리교회

글로벌감리교여교역자 모임
(Global UM Clergywomen Gathering)
8월 29~31일
휴스턴, TX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9월 12~14일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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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연합감리교회공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연합감리교회 프로그램 달력(영어)’이 발행되었습니다. 클래식 

달력, 포켓사이즈, 벽걸이, 책상용, 전자 달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행된 이 달력에는 연합감리교회의 
주요 정보와 관련된 각종 절기와 행사 등이 기록되어 있어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가 개체교회에서 유용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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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