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wis 감독은 참석자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 드리며, 젊은 

한인들의 신앙과 예배의 열정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우리 삶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의 

삶에 펼쳐지는 도전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헤쳐나가 

“Faithful Witness”가 되자고 강조했다. 8월 4일 (목)에는 

정희수 감독(위스콘신연회), 박정찬 감독(서스콰아나연회), 

조영진 감독(은퇴, 동남부 지역총회) 등 3명의 한인 감독이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장학순 목사의 진행으로 “On the 

State of the Church”라는 주제의 “Bishops Panel”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패널에 다루어진 큰 주제로는 신앙의 

여정과 교단의 미래였다. 패널에 참석한 감독들은 각각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참석자들에게 이야기하였고, 교단의 

주요 이슈들에 관해 마음을 열고 화합하는 길이 미래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NEXUS에는 3명의 초청 연사가 세 그룹에게 

각각 메시지를 전했다. NEXUS 그룹은 Rev. Samuel Yun 

(EMBRACE 교회, CA), Y/I 그룹에서는 Dae Shik Kim 

Hawkins Jr.(Seattle Pacific University), CMI 그룹은 

Pastor Carlos Chong(드림교회, CA) 등이 둘째 날부터 

오전 오후의 예배 시간에 각 그룹에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NEXUS 여러 그룹의 관심 토픽을 

중심으로 하는 워크숍과 세미나를 준비해 참여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Can Anything Good 

Come From a 1st Gen Korean American 

Pastor?”(김영봉 목사), “Leadership 

in the Church and Beyond: Making 

Our Presence Known”(Khia Shaw, 

여선교회), “Spirituality in the Young 

Adult Context”(Eric Ferguson, Abundant 

Life Community 부목사), Caring for 

God’s Creation – Explore the ‘why,’ 

‘What’ and ‘How’ of Creation Care and 

Climate Justice”(Elizabeth Chun Hye 

Lee, 여선교회), “Seminar/Practicum 

on Worship”(Keum Hwang, FUMC 

Heath), “More People, Younger People, 

More Diverse People”(Jeehye Kim Pak, 

총회인종관계위원회), “Putting shame in 

its place & Why Mental and Emotional 

Health Matters”(Alice Kim, 버지니아주 사회복지), 

“Church and Home”(Dr. Connie Lee, Washington 

University 교수), “The Art of Peacemaking”(Joann 

Lee Kim, Artist), “Fail”(Rev. Joseph Yoo,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of Pearland), “Teachers Training for 

Children’s Ministry”(Kathy Kim), “The Journey from 

Mercy to Justice”(Aimee Kang, 총회사회부), “Where 

Growth Comes From: True Ministry Innovation Beyond 

Small Groups and Social Justice-ism”(James Kang, 

칼펙연회 공보 책임) 등이 워크숍과 세미나의 주제들이었다.

금요일 점심시간에는 NEXUS의 총회가 열려 임원과 

이사진 선출을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지난 2년 동안 

NEXUS를 성공적으로 이끈 Tarah Lee-Ryu 전도사를 

다시 회장으로 추대하였고, 다음 2년 동안 NEXUS를 이끌 

리더십을 재정비하였다. Tarah Lee-Ryu 전도사는 감사의 

인사를 통해 지금이 NEXUS로는 바로 힘차게 도약하는 

시기로 많은 도움과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여러 그룹의 협력을 구했다. 다음 NEXUS는 2년 후에 열릴 

예정이며 장소는 미정이다. Y/I는 내년에 애틀랜타에서 따로 

컨퍼런스를 가질 예정이다.

■ 글쓴이: 이승필 목사 |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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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ful Witness”
2017 NEXUS 컨퍼런스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아니다. ‘바로 

지금 현재를 이끌어가는 세대’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2017 NEXUS Conference

가 버지니아주 Centerville 연합감리교회

(와싱톤사귐의교회, 김영봉 목사)에서 열

렸다. “Faithful Witness”라는 주제로 8월 

2일부터 5일까지 모인 이번 컨퍼런스에는 

Youth Initiative, College Initiative, 

Children’s Ministry Initiative 등 총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NEXUS는 80년대부터 약 30여 년을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영어 그리고 2세 

목회를 이끌어 가던 TG(Transgeneration 

Ministry)와 CKAEM(Center for Korean-

American English Ministries)이 2011년 

하나의 통합 그룹을 만들자는 획기적인 

결정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 그룹 안에는 각 연령층 사역 

중심의 Youth Initiative, College Initiative, Children’s 

Ministry Initiative 등도 함께해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와 

사역을 위한 협조를 하고 있다. 

단일 그룹형성 이후 2년마다 개최하는 NEXUS 

Conference에는 이러한 그룹들의 협력과 앞으로의 방향 

등이 논의되어 왔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지금까지의 

노력의 열매로 사상 최대의 참석자들과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전체 컨퍼런스를 이끌었다. NEXUS

의 회장을 했던 Sam Park 목사(드림교회, CA)는 이런 

이런 규모의 참석과 “uplifting” 분위기가 아주 인상적이고 

NEXUS의 희망적인 미래를 보게 되었다고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한 리더십에 감사를 전했다. NEXUS 회장 

Tarah Lee-Ryu 전도사는 이번 컨퍼런스에 나타난 놀라운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번 

NEXUS Conference가 NEXUS 여정의 “momentum”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NEXUS 컨퍼런스에는 교단의 리더십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참여하였다. 첫날 모든 참석자가 함께 

드린 개회 예배에 버지니아연회 Sharma D. Lewis 

감독이 참여해 함께 예배드리며 설교 말씀을 전했다. 

2017 NEXUS 컨퍼런스에서 뜨겁게 예배 드리는 모습



라는 응급 구조 요원이 허리케인 Harvey로 

수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지난주 내내 

봉사했던 일에 대해 보도했다. Alonso Guillen

은 폭우로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조 하려다가 

순직하였다. 

연합감리교인들은 오랫동안 이민자들의 

권익을 옹호해 왔다. 지난 5월, 연대사업협의

회는 연합감리교인들이 이민자를 돕는 일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10만 불을 지정하였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 12월 3일을 이민자들을 위한 특별 

기도와 헌금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를 위한 

헌금은 대강절 기간 지속될 예정인데, 이 

기간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가족도 한 때 정치적 폭력을 피해 이민을 

했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미 전역에 걸쳐, 연합감리교인들은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해 

주는 Justice for our Neighbors를 후원하고 

운영하는 일을 돕고 있다. 

National Justice for Our Neighbors의 대표이사인 Rob 

Rutland-Brown은 이 기관이 지금까지 2000여 건 이상의 

DACA 지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전했다.

연합감리교회 이민 관련 전담팀은 미국 내 

연합감리교인들로 하여금 의회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환대하도록 독려하는 “A Call to 

Action”을 발표하였다. 전담팀은 교인들에게 “지역의 

이민자들과의 대화”와 “교회를 이민자를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를 통해 이민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권장한다. 지금은 매우 불안한 

시기이다.

Baltimore-Washington 지역을 주재하고 이민 관련 

전담팀에서 섬기고 있는 LaTrelle Easterling 감독은 

DACA 수혜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백악관 앞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와 Interfaith Immigration 

Coalition은 이 문제가 단순히 이민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누구이며,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찢어놓는 이슈입니다.”

■  글쓴이: Heather Hahn | 연합감리교회 뉴스서비스(UMNS)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더 이상 DACA 지원서류를 받지 

않을 것이며, 현재 이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들도 

오는 10월 5일까지 2년짜리 합법적 신분 갱신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DACA 수혜자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캔자스주 Kansas City에 위치한 

연합감리교회인 Trinity Community Church의 

부목사인 Orlando Gallardo 목사도 불안한 미래를 

마주한 사람 중의 한 명이다. Gallardo 목사의 

어머니가 막내 아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를 멕시코 국경 너머로 보내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는 15세 소년에 

불과하였다. 

Gallardo 목사는 “이들을 이 나라에 머무르지 

못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며, 이 나라에서 자랐고, 우리 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연합감리교회 소속 Saint Paul 

School of Theology 졸업생인 Gallardo 

목사는 자신의 공동체를 목회자로서 

섬기고 싶은 마음에 지난 2012년에 DACA

가 시행되자마자 지원하였다. 그는 작년에 

캔자스주 태생인 Emily Gallardo와 

결혼하여 현재는 배우자 비자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적어도 일 

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DACA가 끝나기 

전까지 배우자 비자 취득 과정이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 

La Trinidad 교회의 Feagins목사는 

DACA 수혜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충성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New York Times는 텍사스주에 있는 

DACA 수혜자 중 한 명인 Jesus Contreras

UMC 뉴스

이민자 Dreamers들과 함께 하는 교인들

어릴 적 미국에 온 비공인 이민자들을 

위한 조처를 해줄 것을 많은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이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이러한 이민자들이 추방되는 것을 

막아주는 프로그램을 끝내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특히 연합감리교인들은 의회가 “Dreamers”

들이 미국 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민권을 획득할 방안을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안을 

승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San Antonio에 있는 La Trinidad 

연합감리교회의 담임인 John Feagins 목사는 

“민주당, 공화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La Trinidad 교회는 여러 “Dreamers”들이 

다니는 교회이며, 이 교회 회중은 이민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지난 9월 4일 초교파 촛불 

기도회를 주최한 바 있다. 이 기도회에 

참석한 많은 이민자와 그들의 친구들이 기도회 동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5년간 젊은 이민자인 “Dreamers” 

80만 명이 한시적으로나마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이하 DACA)을 내년 3월에 종료할 

예정이라고 9월 5일에 발표했다. 연합감리교인인 미 

법무장관 Jeff Sessions는 오바마 정권 당시에 시작된 이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며 “행정부의 권력 남용”이라 했다. 

트럼프의 복음주의적 조언자들이 DACA를 옹호하며 

대통령에게 Dreamers들에 인정을 베풀라는 권면이 

있었음에도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려는 계획이 단행되었다. 

한편 10명의 주 검찰총장들이 DACA 프로그램의 단계적 

폐지를 9월 5일까지 시작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위협도 있었다. 

DACA의 자격 요건은 해당 대상자의 나이가 2012년 6

월 15일을 기준으로 31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들은 또한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하고, 미국 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기준들이 있다.

DACA수혜 대상자들은 지원 

수수료 $495불을 내야 하고, 정밀한 

신원조사를 받아 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DACA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지원 수수료를 

포함하여 같은 자격 심사과정을 2

년마다 거쳐야 했다.

California-Nevada 지역을 

주재하는 Minerva Carcaño 

감독은 Time 매거진에 쓴 논설에서

 “DACA 수혜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게 된 나라에 

머무르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미국에 큰 기여를 했다”고 

2017년 9월 5일, 테네시주 Nashville에서는 수백 명이 DACA와 Dream Act를 위해 Centennial 공원으로
부터 Corker와 Alexander 상원의원 사무실까지 시가 행렬을 가졌다

Baltimore-Washington 지역을 주재하고 이민 관련 전담팀에서 섬기고 있는 
LaTrelle Easterling 감독, DACA 수혜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백악관 앞에서 있었던 
집회 모습

Orlando Gallardo 목사는 지난해 Great 
Plains Conference에서 준회원 허입을 받았
다. 그는 캔자스주 Kansas City에 있는 연합
감리교회 Trinity Community Church에서 부
목사로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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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등에 관한 주제의 워크숍을 두 가지 선택해 들었다. 

제공된 워크숍들로는 “Holistic Health”(정관 목사, 

IL), “Small Group Ministry: How to Make Disciples 

of Jesus through Small Groups?”(이성호 목사, CA), 

“Cognition and Spirituality: How to Decrease Risk of 

Dementia?”(배성호 목사, 신경과 의사), “Are you ready 

to Retire?”(Josie A. Martinez, Wespath),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UMC and Korean UM 

Community”(류계환 목사, 한인 선교총무) 등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배움의 시간과 함께 쉼의 시간도 가졌다. 

둘째 날 저녁에 있었던 탤런트 쇼는 참석자들이 이번 

연차대회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재미와 

감동을 준 순서였다. 미리 신청한 총 10팀이 준비한 노래와 

피아노 연주 등을 선보였고, 줌바 춤 함께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탤런트 쇼가 마친 후 참석한 팀 중 수상자를 

선정해 아이패드, 노트북, 선물카드 등의 부상이 수여되었다. 

참석자들은 또한 셋째 날(수) 오후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 

시카고 관광에 나서며 여유 있는 쉼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타인종 연차대회에서는 새 임원진의 선출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마지막 날 오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이성호 목사(Concord UMC, CA)를 그리고 부회장으로 

정화영 목사(Glenview UMC, IL)를 각각 선출했다. 이성호 

목사는 총무, 회개, 서기 등은 유임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 2년 동안 타인종 협의회를 잘 이끌어준 박신애 목사(Grace 

Pak)에 감사의 인사를 했다. 신임회장 이성호 목사는 “성경의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에 미국에서 타인종 목회를 하는 450

명의 타인종 목회자를 대표해서 저희 타인종 목회자들은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과부였던 룻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섬길 때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과 인류 

구원을 이룬 예수님의 조상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타인종 목회자들이 그러듯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룻처럼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당선의 소감을 밝혔다. 

이성호 목사는 앞으로도 타인종 목회자의 유대 강화와 목회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타인종 협의회 연차대회 일정은 미정이다. 

■  글쓴이: 이승필 목사 |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이번 연차대회에는 타인종 목회자협의회의 20주년을 기념한 

두 번의 특강과 여러 주제의 워크숍이 열렸다. 북일리노이 

소속 목사이며 North Park 대학의 안일섭 교수는 “The Gift 

of the Other as Our Story”라는 주제로 한인 타인종 목회자

(Korean American Cross Racial/Cross Cultural Pastors and 

Leaders)들이 어떻게 미국 사회와 교회에 “타자의 선물(the 

gift of the other)”로서 부름 받은 독특하면서 특별한 목회의 

이야기들을 엮어 갈 수 있는지를 최근의 실천신학적인 논의와 

자료들을 타인종 목회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신선한 시각을 제시 하였다. 안교수는 지금 이 시기야말로 

타인종 목회자가 참되고, 해방적이고, 혁신적인 리더로서 

교회에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고, ‘Otherness’가 선물로 구현된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였다. 

Glenview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며 게렛신학교에 출강하는 

정화영 목사는 “Vision for a Mosaic Church"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평등공동체의 교회론을 다인종 다문화 교회의 모델로 

제시하였다. 예수가 당시 빈부, 정치, 경제, 교육, 남녀, 인종, 종교 

등 여러 차별의 벽들을 깨고 평등공동체를 이루고자 했으며, 그 

예수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초대교회가 발전했음을 검토하고, 

그 사역을 계속하는 오늘의 연합감리교의 타인종 목회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정박사는 강의의 마지막 15분을 통해 타인종 목회의 현장에서 

특별히 한인 목회자가 도울 수 있는 실제적 방안에 대해 참석자 

전체를 소그룹으로 나눠 토론하고 발제하는 시간을 독려했다. 

둘째 날 오후에는 참석자들이 건강, 소그룹, 연금, 교단 

2017 한인연합감리교회 타인종 목회자협의회 

연차대회가 시카고에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렸다. 

이번 연차대회는 5년 만에 단독으로 개최된 연차대회이고, 

특별히 타인종 목회자 협의회의 20주년을 맞아 특별한 

의미가 더해진 모임이었다. 약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차대회에는 20년 전 총회고등교육부에서 타인종 

목회자협의회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윤길상 목사와 

Art Gafke 목사가 참석해 한층 더 축하의 의미를 더했다. 

첫날 저녁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목사)

에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윤길상 목사는 “Remember, Who 

and Whose We Are!”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렇게 

꾸준히 잘 성장하는 타인종 협의회를 보니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인사하고, 이 협의회의 독특한 정체성을 늘 새롭게 

세워가며 지나온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이어 “Go!”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Art Gafke 목사도 

협의회가 시작할 때를 회상하며 20주년의; 놀라운 성장을 

축하했고, 협의회 발족 당시 기록의 사본을 제본해 가져와 

참석자들이 서명함으로 또 다른 기념과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북일리노이연회 Sally Dyck 감독도 연회의 리더십과 함께 

연차대회 둘째 날(화) 시카고제일교회의 만찬에 참석하여 

타인종 협의회 20주년을 축하하였다. Sally Dyck 감독은 

연회에도 타인종 목회를 하는 많은 목회자가 있다고 강조하고, 

타인종 목회의 의의와 신실하게 섬기는 타인종 목회자들을 

치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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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많은 한인교회는 현상 유지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

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Nexus에서 논의된 많은 주제들과 연

구들은 바로 UMC와 KUMC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

니다. 그리고Nexus는 2세 목회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꿈 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Nexus는 미래를 준비하는 

1세 목사님들과 젊은 2세 목회자들, 그리고 젊은 신학생들이 주

축이 되어서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바람직하고 희망적인 모

임이었습니다. Nexus는 이민 사회에서 한인들과의 커넥션, 그리

고 KUMC와 UMC가 하나되어 선교지향적으로 나아가는데 희

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Nexus에서 이민 1세, 2세, 그리고 3세

가 화합하고 꿈을 나눌 때 UMC와 KUMC의 미래는 희망이 있

다고 확신합니다.      

두번째는, ‘도전’(Challenge)입니다. M.Div.졸업을 앞

두고 다음 과정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참석

한 Nexus는 저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큰 도전이 되었습

니다. 앞으로 UMC에서 목회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1세 유학생으로서, 신학대학원 공부와 매주 준비하는 

영어 설교로 초반 1~2년을 고군분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해결되고 익숙해

지면서 지금은 자신감도 생기고 많은 발전도 했습니다. 

2016년 5월 Portland, Oregon 주에서 열렸던 General 

Conference와 2017년5월에 열린 Greater NJ Annual 

Conference에 신학생 신분으로 참석해서 많은 것을 보

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Nexus Conference는 이런 모

임들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Nexus주체는 젊은 한인 

2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진행하는 Conference 는 미

래의 KUMC 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고, 연구 과제를 안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초

등학교시절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유학 생활을 하

셨던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4년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러한 경험이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많은 유익함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세인 저는 Nexus

에 참석하여 첫째 날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고 자신감도 없었습

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두려

워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혼자 조용히 말없이 있는 나 자신을 보

게 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Nexus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일 동안,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날, 질문에 대

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전하라”였습니다. 많

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꿈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

해 도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도전에 응답하셔서 선하게 

2017 NEXUS 컨퍼런스

2017 NEXUS 컨퍼런스 후기

넥서스 컨퍼런스 참관기

김영봉 목사 와싱톤사귐의교회, VA

8월 2일부터 5일

까지 제가 섬기는 와

싱톤사귐의교회에

서 전국 넥서스 컨퍼

런스가 열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용하

고 있는 Centreville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기꺼이 

장소를 허락해 주

었기에 가능했습니

다. 저는 윌리엄 몽

고메리 목사님과 함

께 Co-host로서 이 

컨퍼런스를 직접 체

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Youth Initiative 혹은 College 

Initiative에 다녀 온 제 아이와 교육부 사역자들을 통해 간접적으

로 이 컨퍼런스에 대해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컨퍼런스를 가까이 지켜 보면서 큰 감동과 기쁨을 경

험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 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서로 어울려 

예배하고 대화하며 함께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는 네트웍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각자의 장소에서 CMI(어린이)로, YI(청소년)로 혹은 CI(대학생)

로 모여 예배하고 또 때로는 전체가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리더쉽 

그룹은 벌써 중년이 되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가족 수양회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수도에 가까에서 모인 까닭에 참가자

들은 여러 곳을 둘러 보며 나라를 품고 세계를 품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넥서스 컨퍼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이 컨퍼런스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지역을 초

월하여 서로 소통하며 연대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정도로 깊고 따뜻한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

는 또 다른 장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이 컨퍼런스는 참

가자들의 영성과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

명해 보였습니다. 셋째, 우리의 자녀들이 리더십을 실험하고 연습

하여 자랄 수 있는 좋은 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

지만 또한 실수와 실패를 품어 줄 수 있는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

입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호스트 하면서 앞으로 이 모임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또한 후원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를 

주도할 훌륭한 연합감리교인을 길러 내는 데 있어서도, 이 다원 

사회에서 리더로 이끌 탁월한 한국계 미국인을 양육하는 점에 있

어서도 이 컨퍼런스는 더 없이 중요하다 싶었습니다. 한국으로부

터의 이민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이들이 미래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은 이은주 

회장님과 모든 리더십 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Nexus Conference를 다녀와서

김성혁 전도사 아콜라한인연합감리교회, NJ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Centreville, Virginia에서 Nex-

us Conference가 진행되었습니다. Nexus UMC는 연합감리교

회 차세대 목회기관으로서 미래의 UMC와 KUMC를 짊어지고 

가야 할 1세, 2세, 3세대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한 기관입니

다. 세대간의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UMC

에 속한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미래지향적인 모임에 참석하게 되

어 은혜가 넘치는 3박 4일을 보낸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그

리고 이 모임은 저의 사역과 미래를 생각하게 한 소중한 시간이

었습니다. 

저는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2014년 7월 뉴저지

에 위치한 드류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M.Div. 과정에 있으며, 이

제 졸업을 1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역은 아콜라한인연합

감리교회에서 아동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으며, UMC 안수과정

을 밟아 나가며 목회자의 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콜라교

회 교육 부서를 섬기며 매년 교사수련회를 교회 자체로 준비하

다가, 금년에는 교사수련회 대체로 Nexus Conference에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모임을 참석해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희망”과 “도전”입니다. 

첫째, ‘희망’(Hope)입니다. 1960~1990년대에 미국으로 건

너와 정착하셨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 한인사회가 구축이 되면

서KUMC의 교세 또한 급속히 증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UMC는 언어와 문화의 문제로 1세와 2세가 함께 예배 드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는 2세들의 예배가 따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2세들의 예배는 2

세들의 교회로 점점 독립해 나가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

국에서 한인 2세들이 주축이 될 한인교회의 10년, 20년후의 모

습을 생각해볼 때, 2세들을 위한 사역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

인 목회가 모색되고 발전 되지 않으면 미래의 목회는 점점 더 어

려워질 것 입니다. 결국 한인2세들은 미국 교회로 옮겨 갈 것이

NEXUS와 CMI 단체사진

Bishops Panel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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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was a Korean 

who grew up in South 

America; our work-

shops ranged from 

mental health, creation 

care, and also ‘can 

anything good come 

out of the 1st gen-

eration Korean pas-

tor?’ that was led by 

a 1st generation Ko-

rean pastor. And, if the 

Convocation this year 

had been scheduled 

just 7 days later than 

it was, who knows 

what could have hap-

pened...” Wherever we 

are and however God 

calls us, may we con-

tinue to faithfully wit-

ness to God’s redemptive work in our broken world. 

Thank you to our local churches, Bishops, UM Boards 

and Agencies, speakers, UM Seminaries, Centreville UMC 

and KUMC of Koinonia who made Nexus Convocation 

2017 possible. We are excited to announce that Nexus 

Convocation 2019 will be at KUMC of Detroit in Michigan, 

highlighting perhaps one of only three second generation 

English Ministry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at is 

currently led by a Korean-American woman clergyperson. 

We look forward to, once again, making God-led connec-

tions in solidifying a socially impactful, spiritually deep-

ened, and theologically diverse future as Korean-American 

leaders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We covet your 

prayers and support. 

Nexus Convocation: 
Nexus Kids Camp Reflection

Joy Kim JDSN

As the children walked in one by one, eyes twinkling 

with amazement with the decorations around the Nexus 

Kids Camp area, my eyes were twinkling with excitement 

ready to spend the next three days with them. With worship 

led by an amazing gifted group of college students and the 

Word given with such excitement and energy, the children 

were sitting at the edge of their seats wanting more. As 

the worship room was filled with the yearning and want-

ing of more of God, the children raced off to their stations 

where they had group time in Crafts, Recreation, Snacks 

and Science. Our younger ones had their own room where 

they were able to, at their pace, enjoy their time together in 

their activities. This year the theme was on Gods Hero’s. 

The children spent each day hearing about different people 

in the Bible and how they were God's heroes and how they 

too can become God's heroes.

Coming back home and reflecting back on that week, I 

began to realize that children are always hungry. Hungry 

for more. When we are hungry, we want to know what 

we will be eating, when we will be eating, etc. Before we 

even began, the questions were asked. “What are we do-

ing today?” “What craft are we going to do?” “What praise 

songs are we going to sing?” The importance of Children’s 

Ministry Initiative is so that we can feed the children. Each 

child will have that hunger to experience God, and we need 

to be well equipped, empowered and elevated to provide 

that for the children.

My time at Nexus Kids Camp got me to think, “The 

hunger that these children’s showed during this week…

imagine how many more are out there.”

Nexus Convocation: 
YI Reflection

Dan Kim YI Co-Director

Being a part of Youth Initiative (YI) has been a tremen-

dous honor and blessing for me. YI, which is under Nexus, 

is geared towards equipping youth students to be leaders 

within their own context. Each year we gather somewhere 

in the USA and we equip them through worship, preach-

ing, workshops, and prayer. This past YI was special. It was 

the first time a speaker ACTUALLY spoke up the social 

injustice that is ravaging our beloved country. Who would 

of thought that Emmet Till's story would be brought up in a 

Korean-American youth leadership conference. 

This YI showed me the power of unity. How Christ in all 

His power and glory wanted to unite us in His love in order 

to love those in the margin. To be a voice for those whose 

voice is being ignored. To finally stand up for what is right 

not because we feel guilty or because we are Korean or 

American, but because it is our duty as Christians to do so. 

We learned that the time is now, not later to fight darkness 

with light. 

Unity is necessary to the outpouring of the Spirit of God. 

If you have 120 volts of electricity coming into your house 

but you have broken wiring, you may turn on the switch, but 

nothing works- no lights come on, the stove doesn't warm, 

the radio doesn't turn on. Why? Because you have bro-

ken wiring. The power is ready to do its work..., but where 

there is broken wiring, there is no power. Unity is neces-

sary among the children of God if we are going to know the 

flow of power... to see God do His wonders. - AW Tozer

Its time His Church to unite. It's time for our wiring as 

the body of Christ to unite. Then they will know we are His 

disciples, if we love one another.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Nexus는 저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새로운 창의적인 패러다임을 바라

보며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역지에서 어

떤 사역을 하든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답을 Nexus 에서 찾

았습니다. Nexus 는 1세, 2세, 3세… 모든 사역

자들의 희망이며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Faithful Witness

Tarah Lee President

As I look through the hundreds of pic-

tures forwarded to me by various partici-

pants of the recent Nexus Convocation in 

Centreville, VA, it is nearly impossible to 

pick even a few that would somehow convey 

who we are and where we are going. This 

year marked the 35th anniversary of TG/Nexus. Although 

TG no longer exists, our history or starting point could not 

have happened without them. Today, we still wrestle with 

the founding questions that began the TG movement, “who 

am I/who are we” and “what is God calling us to in this 

generation?” Although the questions are the same, once 

you look at those who attended this Convocation, you will 

see a very different people and a very different answer. 

When one thinks of the Next Generation, a category 

which Nexus falls under in the Korean Ministry Plan, rarely 

do I hear a proper description of the Nexus community as 

we know it today. Too often, we forget that the 2nd gen-

eration has been aging. We are in our 40s, 50s and 60s 

and we have children who are now 3rd generation, who are 

already taking leadership roles in our churches and soci-

ety. Although many have stayed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es and communities, we have established families 

and ministries in the larger community as well. In our 2nd 

year where all of the KMP Next Generation Initiatives have 

come together under Nexus Convocation, we are finding 

the joys and privileges of shared worship when people with 

differences collaborate to offer up our gifts and graces to 

God and one another. Looking at our 3 year olds and the 

growing number of children who can attend worship with 

their parents as well as have their own worship and small 

groups to seeing 100 youths converge from across the US 

to worship and find a larger connection than they imag-

ined to young adults who are discovering that they have 

resources and mentors who will journey with them as they 

discern seminary and ordained ministry and seeing this 

connection of adult clergy and laity grow in their under-

standing of each other and the world we are called to serve, 

it is indeed a blessing. 

I don’t know if we will ever come to a place where a 

single term or group can ever fully define us but I consider 

it God’s great gift to us to bring us together in commu-

nity with those who differ in age, gender, sexual orienta-

tion, race, theology and all the many ways God continues 

to grow us.  

The 2017 Nexus Convocation though lacking in many 

way, is the continuing work that God is doing in our midst. 

As James Kang, the newly elect vice president reflected, 

“In this year’s Convocation, we hosted a bishop who was 

African-American as opening speaker and 3 Korean Bish-

ops of differing theologies on a panel; our mission proj-

ect was at a non-UMC inner-city lay led ministry; our YI 

speaker was multi-ethnic Korean young adult; our CMI 

2017 NEXUS 컨퍼런스

성찬식 모습

Y/I 단체사진

CMI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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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들,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살

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신해 초대하는 말씀으

로 시작된다.

교회 교인이어야 하거나 또는 그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한

다는 조건이 없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비록 다른 교회 소속이라 하더라도 

모두 초대되었다. 세례받지 않은 자들이 성찬을 받는 것을 

금하지는 않으나 “세례를 위한 상담과 양육을 가능한 시일 

내에 받기를” 이 거룩한 신비(This Holy Mystery)는 조언

하고 있다.

또한, 연령제한이 없다. 물론 세례받은 아기들도 초대

되었다.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의 예배 자료부 디렉터 

Taylor Burton-Edwards 목사는 “그들이 엄마의 품에 안

겨 자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이 위대한 감사의 자리에 참여

하도록 초대된 것이다. 그들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는 참여

자로 성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고해, 용서 그리고 평화

예배의 다음 순서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다른 이들과

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한다.

고백의 기도 후에, 우리는 회개한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

는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용

서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용서의 말을 서로에게 한다.

그 다음은 평화가 따른다. 서로 화해와 사랑의 인사를 하

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는 지역사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의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

위대한 감사

예배 다음 순서는 목사가 ‘위대한 감사의 기도’로 불리

는 기도를 회중들과 한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사는 위대한 감사(The Great 

Thanksgiving)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라고 Burton-Ed-

wards 목사는 가르친다.

세계성찬주일 리소스

열린 성찬: 연합감리교회 성찬에 대한 이해

어떤 목사님이 13살과 14살의 학생

들로 구성된 견신례 수업 중에 연합감

리교회인들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하는 것이 무

엇인지 물었다. 한 소녀가 손을 들고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빵을 포도 

주스에 찍어 먹습니다.”

그렇다, 그 점이 바로 다른 점이다. 

성찬식은 때로 그것의 특별한 풍성함

이 없이 일반적인 예배의 한 형식처럼 

행해지곤 한다.

여러 이름의 성찬

주의 성찬(The Lord’s Supper), 

성만찬(Holy Communion)그리고 성찬(the Eucharist) 

등은 연합감리교인들이 행하는 이 의식을 일컫는 이름들

이다. 각각의 이름들은 이 예배 의식의 중요한 면을 강조

한다.

성찬에 관한 연합감리교회의 공식 문서인 “이 거룩한 

신비”(This Holy Mystery)에 따르면, “주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자이심과 그리스도의 초대에 우리가 참

여함을 되새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

께서 제자들과 함께했던 식사와, 집과 들에서 나누었던 다

른 식사와 같은 특별한 식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

신다. 

“성만찬이란 용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임재인 성

례로 만드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하

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거룩한 관계로의 초대를 강

조한다” 이 “거룩한 신비”(This Holy Mystery)는 계속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의 성찬(Eucharist)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와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을 상기시킨다.

연합감리교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성찬식 예배문은 우

리를 성례의 충만함으로 이끈다.

성찬식으로의 초대

우리 성찬 예문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자신

세계성찬주일은 10월 1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경이로운 선물을 위

해 찬양과 감사를 주께 바치는 제사의 

오랜 전통에 참여한다(시편 141편).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떡과 잔을 드린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

을 기도하며,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의 피로 구원받고 세상에

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우리에게 힘

을 주실 것을 간구한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을 찬양하며 끝을 맺는다.

그런 다음 떡이 떼어지고,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과 피가 나누어진다.

성찬을 받은 후의 기도

성만찬은 세상 속의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한자리로 불

러모은다.

“성찬은 우리의 식사이며 우리의 양식입니다. 삶을 위해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

다”라고 Burton-Edwards 목사는 설명한다,

성찬을 받은 후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를 확증한다. 우

리는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을 섬

기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

고 기도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Burton-Edwards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

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양식을 삼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의 몸이 되어 살게 하는 성령의 힘을 얻게 됩니다”라고 이

어서 말한다.

빵을 주스에 적시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

르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우리의 삶에 매

우 중요한 표시이다.

Burton-Edwards 목사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음

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의 피로 구원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본래대로 돌

아가는 것을 되새깁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가 되고, 사람들과 하나가 되며, 세상을 위한 사역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함께 세상에서 증거하고 살게 하시는 하

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탱하게 하시며 세상

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힘주시는 일반적인 길입니다”

라고 요약을 한다.

■  글쓴이: Joe Iovino 목사 |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6 September 2017



마지막날 폐회예배는 

버몬트에서 섬기시는 5

명의 한인목사님들의 주

관으로 드렸는데 이번 

수련회가 순조로이 그리

고 은혜롭게 이루어지도

록 애써주신 일등 공신

들이십니다. 특히 주최

장소가 되어주신 버먼

트한미연합감리교회와 

Grace UMC를 담임하

고 계신 배상철 목사님

은 탁월한 목회지도력으

로 미국 교회 여선교회원들의 아침식사 봉사, 한인교회 여선

교회원들의 점심, 저녁 봉사를 주선해주셨습니다. 

영과, 육, 그리고 마음의 양식이 풍성했던 2017년 동북부 

목회자 수련회. 함께 하여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풍성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글쓴이: 강혜경 목사 | 동북부 목회자 연합회 총무

Champlain Lake를 돌아보는 Cruise, Jay Peak 정상에 오르

는 하이킹, 푸른 잔디밭에서의 골프, 또는 숙소에서 여유로이 

수영을 즐기는 가족들 등 여러 팀으로 나누어 여유로운 오후

를 보내고 수련회 예배 장소를 제공해주신 버먼트 한미연합

감리교회의 뒷마당에서 구워진 맛있는 갈비 파티로 마무리

가 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아침 일찍 대절한 관광버스로 캐나다의 몬트

리얼 시로 출발해 하루를 불어를 들으며 마치 유럽에 온 기분

으로 즐거이 보냈습니다. 특히 노틀담 성당의 정오 미사에 참

석해 카톨릭 예배 의전을 경험한 것은 아주 색다른 예배 경험

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당 앞 광장에 앉아 Made in Montreal

김밥으로 점심을 먹으며 모두들 소풍의 기분을 만끽했습니

다. 이어서 방문한 St. Joseph 성당에서는 유명한 종탑 연주

를 감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동북부 목회자 가족 수련회가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0

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Vermont 주의 아름다운 자연 가

운데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숨, 우리의 쉼”이라는 수련회 

주제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호흡가운데서 90명의 어른

과 30 명의 자녀들이 쉬고, 위로 받고, 도전 받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더욱 깊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로 섬기신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조성호 박사의 영성

의 학문적 배경과 역사, 그리고 목회 현장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으로서의 영성에 관한 열정적인 강의 덕분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이번 수련

회는 학문적 배움과, 영적인 성찰, 그리고 육체와 마음의 쉼

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첫날 저녁 개회예배와 함께 진행된 첫 강의는 “거울 앞에

서－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피

조물로서의 우리의 자의식을 돌아보게 하였고 그와 연관하

여 영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강의들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본 후 세상에 나가

서 해야할 일들에 대한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적인 충전과 함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 계획된 

화요일 오후의 Vermont 관광시간은 Burlington의 아름다운 

동북부지역 소식

동북부 목회자 가족 수련회 소식

정기적 성찬식

미국 내 교회 초창기에는 안수받은 목회자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은 성찬식을 일 년

에 분기별로 4번을 했었다.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연합감리교회들은(97%의 최근 조사

에 의하면) 성찬식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다. ‘이 거룩한 신비’와 ‘연합감리교

회 예배서’에는 매주 한 번씩 성찬식을 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질의응답: 누가 성찬식을 도울 수 있을까?

“열린 성찬”

“초교파적으로, ‘열린 성찬’은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

미를 가지고 있다”고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의 예배 자료부 디렉터 Taylor Burton-

Edwards 목사는 설명한다. 이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추가적인 의식이 있는 다른 기독

교 교단과 구별되는 점이다.

“연합감리교인들은 이러한 ‘크게 열린 성찬’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식에 나

와있는 대로 초대를 하며, 이는 그리스도가 누구를 그의 식탁으로 초대하였는가를 확실

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서로의 평화

를 나누는 자’들을 말합니다. 초대에 응답한 모두와 성찬을 나눌 때 그들의 진실성에 대해 

묻지 않지만, 이것들은 실질적인 조건입니다”라고 Burton-Edwards 목사는 이어서 말한다.

성찬의 떡과 잔

떡: “성찬식에 쓰는 빵은 시각과 미각적인 측면에 알맞은 빵이 적당하다”고 ‘이 거룩한 신

비’에서 적고 있다. “빵의 덩어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하나됨을 나타내고, 그것

이 잘려지고 나누어질 때 그 몸에서의 유대감을 나타낸다.”

잔: “빵을 포도주에 적시는 방법에는 성배나 잔 하나를 이용한다”고 ‘이 거룩한 신비’에
서는 확인해 주고 있다. “일반적인 성배의 사용은 그리스도인의 화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지만, 많은 교회가 개인적인 일회용 잔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 포도주 대신에 주스란 단어를 사용한 역사적인 이유는 연합감리교인들이 2000 

결의문집(The 2000 Book of Resolutions)에서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 주스”의 사

용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금주운동에 연합감리교회가 참여하는 것에서 비롯되

었다”고 Burton-Edwards 목사는 설명한다. “이는 또한 술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배려에서 비롯되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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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열리는 세계 감리교 여선교회 
대회가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에서 2018
년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모임은 여선교회 150주년 모임으로 그 
의미가 크다. 아래 편지에 있는 온라인 
주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올 2017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 

안으로 등록하시면 $295(점심 2번과 
워크숍 포함)이며, 그 이후는 $330(편지로 
등록할 경우 포함).

 호텔은 각 연회에서 지정한 곳을 찾아 개인이 예약해야 한다.
 우분트 서비스데이 5월 17일 오전 9시~오후 3시($60 등록비 추가)
 장학금 신청은 12월 1일까지 온라인에서 다운 받아 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편지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장인 Shannon Priddy 메시지를 번역한 것이다.

여선교회 회원들께,

여성들이 단합하면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일어납니다.

2018년에 열릴 4년차 대회는 연합감리교회 여성회원, 새로운 친구, 파트너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21세기의 여성,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기 위한 포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150년의 역사 동안 조직하고 봉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여성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정의의 사역으로 우리 서로와 교회 지도자들 및 파트너들과 더 깊은 관계를 

쌓으며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도전받기를 기꺼이 원할 것입니다. 4년차 대회는 지역 사회 건설, 행동을 위한 

훈련 및 미래를 위한 비전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세계 변화를 위한 특별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2018년 5월 18~20일 동안 

열리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4년차 대회에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년차 대회는 믿음의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강력한 제자훈련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제와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 영감을 주는 연설자들, 실제 체험 전시회, 집중 워크숍 및 타운 홀 스타일의 회의를 통해 

회원들은 대담하고 열정적인 150년 사역의 한 부분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 용기와 결심을 하고 4년차 대회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속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은 주위의 한 사람을 4년차 대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등록은 2017년 9월 1일에 시작되며 조기등록 할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umwassembly.org에 가서 등록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SHARE 페이지로 가면 있습니다.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e Power of BOLD” Assembly in Columbus!

콜럼버스에서 열릴 “담대한 힘” 4년차 대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Sincerely,

Shannon Priddy, UMW President

섬기는사람들 United Methodists I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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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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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mc@umcom.org

편집국장: 이승필 목사 | jlee@umcom.org

RESOURCES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2018년 4년차 대회 안내
2017년

행사일정
Event Calendar

한인여선교회 전국지도자 훈련
9월 28~10월 1일
Nashville, TN

한목협 연례회의
10월 2~4일
Teaneck, NJ

PIM
10월 2~5일
San Diego, CA

평신도 선교 훈련
10월 25~28일
체리힐제일교회,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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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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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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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자 정보 업데이트 안내

연합감리교회 공보부(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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