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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신앙선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속성을 우리는 흔히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일컫는다. 

때로는 그를 창조자, 구원자, 보존자라 이르기도 한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분, 곧 우주를 다스리시

는 분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그 분의 사랑과 은총을 늘 체험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음을 믿는다.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써 죽으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다고 믿는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

으며, 일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는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과 죄사함을 받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야 하는 소명을 받고 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성령께서는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 

우리를 뉘우치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음을 믿는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곧 오늘날 세상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연장이라고 믿는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일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인 “성도들의 공회”임을 믿는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이 자람에 따라 교회생활에 참여하는 이들을 도와주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실천의 주요한 근거가 됨을 믿는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구약과 신약(히브리 성경과 기독교 성경)을 알고 배워야 함을 믿는다.

번역감수: 김찬희 박사,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명예교수 CA

— Adapted from “What Every Teacher Needs to Know about Theology,”

Copyright 2002, Discipleship Resources.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f the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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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유산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심오한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

랑에서 흘러나온다. 

은혜란 우리가 받을만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사랑과 자비로 정의될 수 있다. “여러분

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에베소서 2장 8-9절(표준새

번역 개정판)에서 보여주고 있다. 

Kenneth L. Carder 감독이 쓴 “Living Our Beliefs: The United Methodist Way”에는 “은혜란 사람과 공동체, 국가, 그리고 온 우주를 창

조하시고, 치유하시며, 용서와 화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임재 하시는 곳에는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가 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 칭의, 성화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했다. 

연합감리교회 장정(101항)에는 “비록 웨슬리는 많은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은혜(grace), 칭의(justification), 확신(assurance) 및 성화

(sanctification)를 믿고 있었으나, 그는 남달리 이들을 한데 묶어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커다

란 힘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선행적 은혜
웨슬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하고 치유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즉 우리 삶 속

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은혜를 이해했다. 이 임재는 인간의 행동이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으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가능

한 선물이지만 거부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

답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과 악의 차이를 알게 하며,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선행적 은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과 같다.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에 대한 인식, 즉

각적인 회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은혜의 발현들이다.”라고 Carder는 썼다. 

하나님은 인류에 관한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걸하거나 간청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고 계신다!

칭의적 은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

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고린도후서 5:19, 표준새번역 개정판)라고 썼다. 그는 또한 로마의 기독교

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로마서 5:8, 표준새번역 개

정판)라고 썼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칭의적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들은 화해와 용서,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

심을 통해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요한 웨슬리에 따르면, 죄로 인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안에서 회복된 것이다. 칭의적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간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식적인 결단을 하며, 제자의 삶을 구체화 하는 적절한 책

임을 진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 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준다. 우리

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랑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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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이 과정에는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하는 우리 안의 변화가 포함된다. 회심은 믿음과 영적 관점, 생활 방식의 변화이다. 그것은 갑

작스럽게 일어나거나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점차적이거나 누적되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회심은 새로운 시작이다. 니

고데모의 질문에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회심을 새로 태어남,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 갱생이

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의 뒤를 이어 웨슬리는 이런 과정을 “칭의”라고 불렀다. 칭의란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당화 하려는, 즉 

종교적, 윤리적인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보이려는 자신들의 모든 헛된 시도를 포기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그 때가 하나님

의 “칭의적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때이며, 용서와 사함의 때, 새로운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때이다. 진정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다. 

칭의는 또한 죄에 근거한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옮겨가는 회개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는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로마서 8:16, 표준새번역 개정판)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현재의 구원에 대

한 확신을 받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성화적 은혜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이런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성화” 혹은 “성결”로 묘사했다. 

하나님의 성화적 은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성경을 연구하고, 금식하고 예배 드리며,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속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진다. 우리가 인간의 필요성에 연민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정의 실현을 위해 나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이 커진다. 우리

의 외적인 활동과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생각과 동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하나님과 하나됨을 드러내게 된다.

Carder는 그의 저서 “Who Are We?: Doctrine, Ministry and the Mission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우리는 완전함을 향

한 성화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웨슬리가 말한 완전함이란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거나 약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 안에서 완전함을 만들어 가고 죄를 지으려는 우리의 욕망

을 없애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했다. 

Sources:
“Teachers as Spiritual Leaders and Theologians.” General Board of Discipleship.
Used by permission.
The United Methodist Member’s Handbook by George E. Koehler “Our Wesleyan Heritage,” www.u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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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성들

“교회를 재활성화 하고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구축해 가는 일은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자체적으로 재활성화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감독들은 그 과정 속에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키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교회가 바라보도록 도

와야 합니다.”라고 West Virginia연회의 Sandra Steiner Ball 감독은 말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태복음 28:19)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

다.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바로 연합감리교회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생동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생동하는 교회들의 다섯 가지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 초대와 감동이 있는 예배

• 선교와 지역 봉사활동에 열심인 제자들

• 은사와 능력을 갖춘 준비된 평신도 지도력

• 효율적이고 준비된 영감 있는 교역자 지도력

•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고무하고 지원하며 유지시키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포함된 

활발한 소그룹

“모든 교회들이 나름대로의 활력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동참하며, 선교 사역을 위해 더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라고 대뉴저지연회의 John R. Schol 주재감독은 말했다. 

그는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새로운 영적 도전"을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다음의 내용들이 제안된 몇 가지 단계이다. 

• 의미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 회중을 이끌어 갈 영적인 지도자를 발굴하고 개발한다. 그 결과로 개체교회는 지

역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제자들을 길러내며 사람들을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게 된다. 

• 지역사회의 명목적 종교인 비 종교인들과 연결되는 방법을 재정비하고 알아본다. 

• 활력화로의 여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한다. 

• 모험을 해본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역들을 시험적으로 해본다. 

• 실제적이 된다. 안전만을 추구하는 진부함이 아닌, 실제 사람들의 실제 답변을 제공한다.

•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도록 하고 사역과 선교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 

• 사람들과 함께하며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효율적인 평신도와 교역자 지도력을 육성한다. 

• 현재 교회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가늠한다. 궁금한 점들을 다

룬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다. 위험을 감수한다. 

• 마지막으로 다음의 질문을 해본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계속 

지속해나가야 하나? 어떤 것들은 그만두어야 하나? 어떤 것

들을 고쳐가야 할까? 

“세대와 차이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활기찬 증거자로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해가야 할 때입니다.”라고 연대사업협의회 실행총무를 

맡고 있는 Amy Valdez-Barker 목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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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눕시다

“예수님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남녀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훌륭한 성서 학자나 신학

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은 바닷가로 가셔서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인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분은 더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라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라고 버지니아의 샬롯빌에 위치한 Wesley Memorial UMC의 Edward P. Winkler 

목사는 말했다.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지금은 연합감

리교인이라는 것이 아주 신나는 때이다!

4대 선교과제를 통해 이루어 가고 있는 일: 

1.  교회와 세상을 위한 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냄

2.  개체교회의 성장과 새로운 교회개척을 위한 사역

3.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사역

4.  빈곤에서 오는 치명적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전 세계 보건문제 참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고 싶어하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Winkler 목사는 말을 이어갔다. 그는 요나의 이야

기를 인용하며 니느웨로 갔던 요나의 여정은 큰 고기의 뱃속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제자도로 부르시는 이야기라

고 했다. 

“우리의 니느웨는 어쩌면 실제 이라크의 니느웨 근처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니느웨가 가까운 어느 한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의 일부가 되는 사람들을 초대해 제자로 

길러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 이야기 속의 일부가 될 사람들을 초대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초대해 모

일 장소가 있고, 나눌 이야기가 있으며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

할까요?”라며 Winkler 목사는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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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세상을 위한 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냄

차세대 지도력 개발은 요한 웨슬리의 근본적인 감리교 운동의 확장이라고 Greater Northwest 지역을 맡고 있는 Grant J. Hagiya 감

독은 말했다. 

지도력은 제자도의 중심이며, 우리 연합감리교인의 미래를 정의합니다. 지도력은 동사가 아닌 명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나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도력을 행동어로 생각할 때,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면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성장 가능

하도록 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활력적으로 감당해 내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

붙였다. 

Hagiya 감독은 어떤 신학생이 “연합감리교회가 저의 사역에 대한 열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라고 질문했던 

것을 상기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계속 생각납니다. 교회가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교회의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시험해 봐야 할 때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감독은 말

했다.

이 선교과제를 통해 연합감리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에서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준비시킨다. 2012년 총회에서는 해외지역총

회의 신학교와 연수교육과정, 전후 관계적으로 개발된 자료, 도서관, 장학금, 교수진 지원을 위한 해외지역총회신학교육위원

회를 승인했다. 

• 연합감리교회 관련 대학들과 신학대학원들이 함께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교육하는데 협

력한다. 

• 젊은 층에게 장/단기 선교를 경험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사역인으로의 부르심에 관해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말과 행동으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나누게 될 선교사를 영입하고 훈련시

켜 보낸다. 

• 안수사역을 위한 후보자의 수, 특히 35세 이하 안수사역 후보자의 수를 늘린다. 2012년 총

회에서는 안수사역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고무시키는 일에 연합감

리교회가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세 번의 4년 회기 동안의 노력을 위한 청장년교역자특별기금

을 승인했다. 

•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나 지도력 육성 기금을 마련해 4대 선교과제와 관련

된 학위 혹은 비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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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교회의 성장과 새로운 교회개척을 위한 사역

Fort Worth 지역의 J. Michael Lowry 감독은 한 때 오프라인 형태의 교회들이 중심이 되었던 새로운 교회개척에 관해 말했다. 2008

년 총회 이후로 연합감리교인들은 미국 내에 6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다. 이들 절반 이상이 소수인종교회로 “주택이나 학교를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Lowry 감독은 “건물 중심이기 이전에 사람 중심인” 시카고의 어번빌리지교회를 강조했다. 그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나누기 위해 사

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에나 간다. 이 교회는 현재 세 곳에서 모이고 있는데 일곱 곳을 더 추가할 계획이다. 

또 다른 사례인 덴버의 애프터아워교회는 시내의 Pubs(술을 비롯한 여러 음료와 음식을 파는 곳)에서 월요일 저녁마다 모이고, 이 

교회 교인들은 노숙자들에게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만들어 나누어 주며 선교를 경험하고 있다. 

교단에서는 중앙아시아, 북유럽국가, 필리핀에서 매달 평균 12개의 새로운 신앙공동체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Lowry 감독은 말

했다. 

“일률적인 접근방식 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각 교회는 나름대로의 독특함이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

에 사랑과 정의와 자비에 관한 복음을 나눈다는 공통점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선교과제를 통해 연합감리교인들은: 

• 미국 내 연회와의 파트너 관계를 통해 새로운 교회 개척을 하도록 교회 개척자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며, 자원을 공급한다.
•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유럽 등지에 새로운 교회와 신앙공동체를 육성한다. • 생동하는 교회 개척과 성장에 관한 최상의 자료들을 모아둔 온라인 도서관으로 평신도와 교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킨다. 
• 복음 전파, 청지기 의식, 예배 자료 등을 통해 교회의 재활성화 노력을 돕는다. •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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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사역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사역은 또한 “가난한 이들로부터 얻는, 즉 그들의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열망과 꿈을 선물 받는 것...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빈곤한 이들과 함께 걷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Joel N. Martinez 은퇴감독은 믿고 있다. 

샌안토니오의 Lorenza Andrade Smith 목사는 그 좋은 예이다. 그녀는 다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감독이 자신을 파송 했

다고 말했다. 그녀의 독특한 사역은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 노숙자들과 함께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은 간단하게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Andrade Smith 목사는 정의했다. Martinez 감

독은 선교 여행을 다녀온 연합감리교인들을 칭찬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작업신발을 신고 흙을 묻히며 재난 현장에 뛰어들어 치우는 일에 동참하

는 것입니다. ‘함께함’이 중요합니다”라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이 선교과제를 통해 연합감리교인들은: 

• 빈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모든 정부 차원의 빈곤퇴치 노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개체교회들이 정의와 경제 

발전의 지지자 역할을 하게 한다. 

•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미국 내 빈곤층에 대한 적절하고 의미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 연합감리교인들에게 탐욕, 과소비, 빈곤의 연계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로움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한다. 

• 여성,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이슈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현지 지도자들을 전략적 선

교 협력자와 함께 준비시키고 배치한다. 

• 연합감리교회 관련 대학과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빈곤문제에 대해 인식하도록 준비시킨다. 

• 빈곤퇴치를 위해 세계교회협의회와 다른 국제 단체들과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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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에서 오는 치명적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전 세계 보건문제 참여

“말라리아로 인해 저와 우리 가족은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모기에 물려 퉁퉁 부은 몸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집 애들 두 명이 

매달 빈혈 때문에 병원비로 늘 돈이 지출됩니다.”라고 콩고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52세의 Ngoy Kabulo는 말했다. 

그의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Kabulo와 그의 가족은 취약하고 가난했지만, 말라리아로 인해 그들의 어려움은 더 악화되었다. 그는 Kamina 

시골 마을에서 진흙 벽돌로 지은 자기 집 주변의 모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루에 겨우 1달러로 12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가족 중 한 사람이 말라리아로 인해 병원에 실려가게 될 경우에는 그의 불안정한 생활비마저도 증발해 버리고 만다. 한 

번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한 달 수입의 1/3이 지출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방충 처리된 모기장 하나만으로 이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말라리아 퇴치

와 경각심을 일깨우는 노력이 합해졌을 때, 모기장은 이런 상황을 바꾸어 Kabulos와 같은 처지의 가정들이 직면한 이 예방 가능한 질병

으로부터의 위협을 끝낼 수 있다. 

“우리 가족은 이제 건강해져서 다른 필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Kabulo는 최근에 알려왔다. 이 프로그램

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렸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Imagine No Malaria) 운동을 통해 연합감리교회는 아프리카 6개 국에 백만 개 이상의 모기장을 배급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종교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네

트워크와 지도자들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지해 주십시오! 전 세계적인 말라리아 퇴치 노력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에게 촉구하십시오. 기금을 모아보세요! 기금 마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모아보세요. 지역사회도 참여시켜 보세요!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교회의 담장을 넘어 사명을 감당

해 보세요. 

– In a blog, Linda Unger, senior writer for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shared the story of Ngoy Kabulo

4대 선교과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과정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코스를 통해 연합감리교회가 4대 선교과제를 어떻게 감당해 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4대 선교과제”(FAF 101) 코스는 2008년 총회에서 채택된 지도력 개발, 교회 성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사역, 전 세계 보건문제 참여의 4대 선교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자기 주도형 온라인 학습 방법이다. 

다양한 측면의 사역을 통해 4대 선교과제들을 실행해 가면서 모든 연합감리교인들에게 감동과 제자도 기회의 원천을 제공하게 된다. 이 무료 온라인 과정은 웹사이트 moodle.umcom.org로 들어가 “United Methodist Basics”을 선택하면 된다. 그 다음은 제공되는 코스 리스트에서 “Four Areas of Focus”를 선택한다. 로그인 페이지 오른쪽에 나오는 등록원서를 작성한다. 

이 코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learn.umc.org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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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주의로의 부르심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은 교단에 대해 얘기할 때 “연대”(“the Connection”)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 개념은 처음부터 감리교의 중심이었다. 

연합감리교회의 구조와 조직은 성경의 거룩함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조직화된 

커뮤니케이션과 책임구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속회, 사회, 연회의 연동 시스템인 “연대”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연대성이란 무슨 의미인가? 

간단하게 말해 어느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연합감리교회와 단체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

고 또한 다른 교단들과도 협력한다. 

연대주의는 교역자 파송제도와 연합감리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명과 사역, 그리고 헌금을 통해 드러난다. 

아프리카에 대학을 세우거나 인디애나의 토네이도 재해구호와 같

은 전 세계적인 선교 노력이 “연대성”의 결과들이다. 

*Originally published in New World Outlook magazine, September-
October 2012,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Used by permission. 
Graphic designed by Christopher Coleman.

우리의 기본 구조

연합감리교회 헌법은 미국 헌법의 유형을 모델로 어떤 한 단체가 교단 전체에 권력을 너무 많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총회(General 
Conference)

사법위원회
(Judicial Council)

감독(Bishops)

연회(Annual 
  Conferences)  

지역총회(Jurisdictional 
Conferences)

개체교회
(Local 
Church)

개체교회들은 목회자들과 선출된 대의원들을 
그들의 연회들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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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관(Three Branches)

미 헌법에 의한 세 기관의 정부구조처럼 연합감리교인들에게는 입법기관(총회), 사법기관(사법위원회), 행정기관(총감독회)이 있다. 

총회(General Conference)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입법기관인 총회는 교회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연대적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결정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는 600명 이상 1,0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교회 헌법과 총칙 내에서 총회는 등록교인들의 조건, 특권과 의무,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와 본처목사의 권리와 의무, 연

회와 선교연회, 구역회, 교인총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수정한다. 교회 내의 조직과 승진 및 행정 업무를 승인한다. 또한 감독의 권리

와 의무를 규정하고, 교단의 찬송가와 예문을 제정하며, 사법 제도와 절차를 제정하고 교단적인 모든 연대적인 사역을 발의하고 지시하며, 

교회 운영을 위한 다른 법률을 제정한다.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
교단의 “대법원”격에 해당하는 사법위원회는 교회 법에 대한 해석과 교회 내의 모든 소송에 대한 합헌성을 결정한다. 평신도와 교역자로 

구성된 9명의 위원들은 총회에 의해 선출되고 통상적으로 일 년에 두 번 만나 다양한 교회 활동이 헌법을 준수하고, 장정에 명시된 규칙들

을 따르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그들이 심사하는 소송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총감독회, 연회, 총회의 결의 등에 의해 회부된다. 헌법에 의해 

사법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판정이 된다. (장정 57조항 제3조)

총감독회(Council of Bishops)
교단에는 단독 총책임자나 경영자가 없는 대신, 총감독회가 교회의 책임부서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현직 및 은퇴 감독들로 구성된 총감

독회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전체 모임을 갖는다. 장정에 의하면, “교회는 총감독회가 교회를 향하여 발언하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세계

를 향하여 발언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교회 통합을 모색하고 초교파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지도력을 발휘하여 줄 것을 기대하

고 있다.”(472조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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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구(Episcopal Areas)
감독구는 지역총회나 해외지역총회에 의해 보직되는 한 명의 감독이 관할하는 연회 혹은 연회들을 말한다. 감독은 감독구 안에서 거주하며, 하

나 혹은 그 이상 연회들의 업무를 관할한다.  

미국 지역총회(United States Jurisdictional Conferences)
미국 내 5개 지역총회에는 8-15개의 연회들이 있다. 지역총회는 4년에 한 번 동시에 모여 감독이나 총회기관 이사회 위원을 선출하거나 선임하

고, 때로는 지역총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지역총회의 구성원은 그 지역의 총회대의원들과 각 지역 연회들에서 선출된 동수의 평신도

와 교역자 지역총회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총회기관(General Churchwide Agencies)
총회기관은 주로 총회와 관련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총회와 지역 기관들에 의해 합동으로 선출되는 디렉터, 평신도, 교역자로 이루어진 이사회

에서 각 기관의 직원들을 관리한다. 헌법에 의해 총회는 “교단적인 사역”을 위해 이사회와 기관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장정 16조

항, 8조), 이로 인해 개체교회들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소속되어 있는 지역을 벗어난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연대사업협의회(The Connectional Table)
연대사업협의회는 총감독회와 협의하여 총회에서 결정된 연합감리교회의 비전과 사명, 사역, 자원의 책무를 분별하고 분명히 한다. 

연회(Annual Conferences)
개체교회들은 입법 과정을 위해 매년 모이는 지역기관인 연회로 구성되어진다. 연회는 교회의 연대적 구조의 주된 연결고리이다. 연회는 프로

그램과 예산안을 승인하고, 총회와 지역총회 대의원을 선출하며, 사역 후보자들을 검토하고 추천한다. 연회는 교역자와 각 구역회에서 선출된 

평신도, 평신도사역자, 연회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장과 남선교회 회장, 연회와 지방회 평신도 대표, 연회 청장년과 청소년 조직체의 회장으

로 구성된다. 

개체교회와 지방회(Local Churches and Districts)
연합감리교회의 조직 구조 속에 개체교회는 교단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 해당한다. 개체교회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

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다. 미국 내 각 교회는 40에서 80개의 정도의 교회들에 한 명의 전임 감리사를 두어 행정을 처리하

게 하는 지방회의 일부가 된다. 구역회는 연중 감독관 역할을 하는 교회협의회와 함께 각 개체교회를 관리한다.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s)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연합감리교인들은 자신들의 지리적 구역을 “해외지역총회”로 부른다. 우리 교단에는 아프리카, 중남부유럽, 콩

고, 독일, 북유럽, 필리핀, 서부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 등 7개 해외지역총회가 있다. 해외지역총회는 동수의 평신도와 교역자로 구성된다. 

• 아프리카해외지역총회

• 유럽해외지역총회

• 필리핀해외지역총회

Source: Bishop Young Yin Cho kneels to wash the feet of Lucy 
Thompson, student from Reveille United Methodist Church in 
Richmond, during his installation service on Sept. 22. Photo 
courtesy of the Virginia Conference/Linda Rh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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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역사: 선교 하이라이트

1725–50: 1738년 5월 21일,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는 회심을 

경험한다. 그의 형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올더스게이트 체험은 

이보다 3일 뒤에 일어난다. 존은 

독일의 모라비안들을 방문한다. 제1회 

감리교대회가 런던에서 개최된다.

1776–99: 선교가 채널제도(Channel 

Islands), 프랑스, 스페인에서 

이루어진다. 미(북)감리교회

(Methodist Episcopal Church)

는 볼티모어에서, 자유흑인사회와 

아프리카감리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는 필라델피아에서, 

아프리카시온감리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

는 뉴욕에서 시작된다. 토마스 콕

(Thomas Coke)이 서인도제도에서 

영국의 최초 “해외선교”를 인도한다.

1826–50: 감리교개신교회(Methodist Protestant 

Church), 웨슬리안감리교회(Wesleyan 

Methodist Church), 남감리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가 설립된다. 감리교 

선교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다호메이(베냉), 

피지, 독일, 가나, 사모아, 스웨덴, 스위스, 토고에서 

시작된다. 멜빌 콕스(Melville Cox)가 최초의 

미국감리교회 해외선교지인 리베리아를 향해 

승선한다.

1751–75: 필립 오터바인(Philip 

William Otterbein), 프랜시스 

애즈베리(Francis Asbury), 

필립과 마가렛 엠버리(Philip and 

Margaret Embury), 폴과 바바라 

헥(Paul and Barbara Heck) 이 

미국에 온다. 뉴욕 웨슬리 채플

(존 스트릿 교회)이 문을 연다. 제

1회 미국대회가 필라델피아를 

뒤흔든다. 윌리암 워터스(William 

Watters)가 미국에서 출생한 

최초의 순회 설교자가 된다. 

1800–25: 오터바인(Otterbein)

과 마틴 보엠(Martin Boehm)이 

그리스도연합형제교회(The United 

Brethren in Christ)의 기초를 

세우고, 다니엘 코커(Daniel Coker)

가 리베리아로 돌아가는 해방된 

노예들을 위해 감리교사회(Methodist 

Society)를 조직한다. 선교사들이 호주, 

도미니카공화국, 감비아, 아이티, 인도,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통가로 간다. 

1851–75: 해방노예 원조공회

(Freedmen’s Aid Society)와 

유색인종감리교회(Colored Methodist 

Episcopal Church)가 조직된다. 

감리교감독회(Methodist Episcopal 

Society)가 덴마크에서 조직되고, 

북미자유감리교회(Free Methodist 

Church of North America)가 뉴욕에서 

시작된다. 감리교개신교회(Methodist 

Protestant Church)는 헬레너 데이비슨

(Helenor M. Davison)을 여집사로 

안수한다. 감리교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핀랜드, 하와이, 이태리, 일본, 

케냐, 멕시코, 미얀마(버마), 뉴기니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우루과이로 

펴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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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1900: 윌리암 테일러

(William Taylor) 감독이 앙골라, 

볼리비아, 칠레, 콩고민주공화국, 

페루에서 사역한다. 제임스 토번

(James M. Thoburn) 감독이 

말레이지아와 필리핀에서 사역을 

개척한다. 이사벨라 토번(Isabella 

Thoburn)이 아시아(인도)에서 첫 

번째 여성 기독교대학을 설립한다. 

감리교 선교는 코스타리카, 쿠바, 

헝가리, 한국,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푸에르토리코, 로디지아(짐바브웨), 

러시아에까지 이른다.

1926–50: 미(북)감리교회

(Methodist Episcopal Church), 

남감리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감리교개신교회

(Methodist Protestant Church)

가 미국 감리교회(Methodist 

Church)로 된다. 복음주의교회

(Evangelical Church)와 

그리스도연합형제교회(Church of 

the United Brethren in Christ)

가 미국 복음주의연합형제교회

(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로 통합된다. 선교가 

부룬디와 르완다까지 확장된다. 

북부아프리카임시연회가 설립된다.

1976–2000: 마조리 매튜스(Marjorie 

Matthews)가 최초의 여성감독이 된다. 리온틴 

켈리(Leontyne T.C. Kelly)가 최초의 흑인여성 

감독이 된다. 아프리카대학이 짐바브웨에 

세워지고, 최초의 아프리카 감독인 아벨 

무조레와(Abel T. Muzorewa)가 수상이 된다.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베트남에 교회들이 

생긴다. 하인리히 볼리터(Heinrich Bolleter)

감독과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UMCOR)가 

함께 코소보를 지원한다. 

1901–25: 감리교는  

알바니아, 벨기에, 보르네오, 

체코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자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만주,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세르비아, 

수마트라에까지 퍼진다. 

과테말라원시복음감리교회

(Primitive Evangelical 

Methodist Church of 

Guatemala)가 그 모습을 갖춘다. 

죠셉 핫젤(Joseph C. Hartzell) 

감독이 알제리와 튀니지에 

선교를 시작한다.

1951–75: 감리교회와 

그리스도연합형제교회가 연합감리교회

(The United Methodist Church)로 

통합된다. 교회가 대만과 잠비아에서 

번성한다. 유럽감리교협의회, 

남미복음주의감리교회협의회, 부룬디 

연회가 시작된다. 

2001–현재: 아프리카의 아이보리 코스트에 

코트디부아르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로 

가입한다. 2008년 총회에서 미국 

복음루터교회와 전적인 공조에 들어가기로 

하고 다음 해에 동의사안을 승인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아이티와 일본의 지진 

피해복구와 다른 재해복구를 지원한다. 

2012 총회에서 ‘미원주민과의 관계 치유를 

위한 참회의 행동’(An Act of Repentance 

toward Healing Relationships with 

Indigenous People)을 하고, 여러 

미흑인감리교단과의 공조에 들어갔으며, 

여선교회를 자치기관으로 만들었고, 태평양 

섬주민을 위한 목회강화위원회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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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우리의 그리스도 중심 세계적인 사역에 드는 비용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비용은 개체교회 예산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1달러의 헌금을 나누어 보면:

84센트가

개체교회에서

사용된다.

13센트는

지역총회, 연회,

지방회에

보내진다.

2센트는

총회 분담금으로

보내진다.

1센트는

다른 일반 기금들로

보내진다.

여러분 교회의 지출 수치는

여러분의 연간 구제비 지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다. 

Source: General Council on Finance and 
Administration dat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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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분담금
(Apportioned Fund)

세계봉사기금(Word Service Fund)
오늘의 사역은 단순히 현재만을 위함이 아닌 미래 또한 위

한 일이다. 세계봉사기금은 진정으로 현재와 미래 모두를 위

한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재정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세계봉사

기금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준비시키며, 

젊은 교역자들을 늘려가고, 선교사들의 사례비를 지급하며, 성경공부를 늘

려가고, 청소년 사역을 위한 지도력을 제공하며, 자랑스런 우리 협력의 전통을 이어가

고, 초 교파적 전 기독교적 사역으로 다른 신앙전통을 가진 그룹들과의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를 위한 교회의 약속을 나타내는 등 많은 일들을 돕게 된다. 이 기금은 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기독교 선교와 사역에 경제적 생명

줄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대학교기금(Africa University Fund)
짐바브웨의 Old Mutare에 있는 아프리카대학은 총회에서 승인하여 생긴 아프리카대륙에서 유일한 연합감리교회 관련 고등교육 기관이

다. 이 대학에서는 남녀 학생들이 농업 및 천연자원, 교육, 보건 과학, 인문 및 사회과학, 경영/행정/신학의 6개 학부에서 학사 및 석사 과정

을 제공하고 있다. 평화, 지도력, 통치 연구소에서는 대학원 학위와 석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대학교기금은 대학교 운영에 

쓰이고, 다른 세계봉사기금 특별헌금은 장학금과 자선기부금을 지원한다.

흑인대학기금(Black College Fund)
1972년 총회에서는 흑인대학기금을 설립해 미 남부와 남서부 지역에 70여 개의 학교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현재는 이들 중 11개 학

교가 남아 있다. 흑인대학기금을 통해 연합감리교회는 역사적인 11개 연합감리교회 관련 흑인대학들의 교과과정들이 잘 이루어지고, 든

든한 교수진의 확보와 시설 확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감독실기금(Episcopal Fund)
감독은 연합감리교회의 영적, 행정적인 지도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감독은 선출되며 교회를 향해 또는 교회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

도록 임명된다. 감독실기금을 통해 감독의 사례비와 사무실 운영비, 여행 경비들이 지급되며, 연금과 보험 혜택도 제공하게 된다.

총회행정기금(General Administration Fund)
이 기금을 통해 연합감리교회 조직체계의 관리감독과 재정적인 책무가 잘 수행되고 실천될 수 있게 한다. 총회행정기금은 교회 행정 활동

과 총회의 기본 비용을 승인하고, 사법위원회 활동 기금을 지원하며, 연합감리교회 교단 기록이나 역사적 유물을 유지하고, 역사적 성지

나 건조물 및 지역을 정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 

교회연합사업협력기금(Interdenominational Cooperation Fund)
교회연합사업협력기금은 연합감리교회가 여러 국가적 세계적 교회연합이나 종교연합 기관들의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한

다. 이런 기관들의 기본 예산 중 연합감리교회가 감당한 부분을 충당하고, 전 세계 기독교 교회들의 하나됨을 주창하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연합감리교회 대표들의 여행비용을 감당하게 된다. 

교역자양성교육기금(Ministerial Education Fund)
이 기금은 연합감리교회가 양질의 목회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지도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하다. 연합감리교회는 안수사

역자나 인허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기금을 통해 각 연회의 본처목사과정, 연장교육과 사역자 발굴 노력, 

안수사역자나 인허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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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헌금(Connectional Giving)이란?  

자신들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모여 돈을 모으는 것은 보편 타당하다. 연합감리교인들은 연대헌금을 

통해 분담된 지정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총회는 교단의 일반 기금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다. 이 기금은 특정한 공식에 기초해 연회들 간에 나누어진다. 각 연회는 연회 별로 승인된 

공식에 의해 연회 행정 및 구제 기금을 포함한 여러 요청기금을 개체교회들 간에 나누게 된다. 또한 개인,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는 지정

기금에 금전적 기부를 할 수 있고, 이 기부금의 전액은 특정한 프로젝트나 사역에 모두 사용된다. 분담금과 지정기금 모두 우리의 연대헌

금을 대표한다. 

작은 헌금들을 모아 큰 금액을 만들어 우리는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연대적인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 안에서 모든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연대헌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코스

우리 대부분은 돈보다는 신앙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더 쉽게 느낀다.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면, 무료 온라인 코스 

“Turning Connectional Living into Connectional Giving”(CG101)를 들어볼 것을 권한다. 4가지 파트로 이루어진 이 코스는 대화식 

체험 학습을 제공한다. 토론 포럼에도 참여하고, 즐겁게 퀴즈도 풀면서 다른 활동들도 알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연장교

육 1학점(1.0 CEU)도 얻게 된다. 여러분 스스로 학습진도를 조정해 가면서 다음의 내용들을 배우게 된다: 

•  교회가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와 헌금이 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선교적인 이야기꾼이 되는 법

•  선교분담금과 지정헌금은 무엇이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  우리가 혼자서 할 때보다 교회가 함께 할 때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가

•  여러분의 교회가 “참여하게” 하는 방법

이 코스에 등록하려면 웹사이트 umcom.org/cg101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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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헌금(Designated Gifts)

특별지정선교헌금(The Advance)
특별지정선교헌금을 통해 수혜자나 공급자 모두의 삶에 변화를 주며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적인 다양한 협조관계를 통해 물질적, 영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 헌금을 통해 개인, 그룹, 교회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

고 있는 많은 사역과 선교를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총회세계선교부에서는 모든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세계봉사기금에 의해 행정비

용이 충당됨으로, 특별지정선교헌금 전액은 지정한 선교사역에만 사용된다.

세계봉사특별헌금(World Service Special Gifts)
세계봉사특별헌금은 연대사역협의회 같은 기관에서 승인한 프로젝트를 위해 개인, 개체교회, 기관, 지방회, 연회가 특별히 지정하여 드리

는 기금이다. 아프리카대학기부기금, 감리교세계교육지도자개발기금, 전국도박방지프로젝트, 평신도선교사지원네트워크와 같은 프로

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 헌금 전액은 지정된 프로젝트만을 위해 사용된다.

특별주일헌금(Churchwide Special Sundays With Offerings)
인간관계주일(Human Relations Day Sunday)
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중의 하나인 인종관계주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탄생 기념일 직전 주일로 지켜지거나, 각 교회에서 적당

한 주일을 골라 지켜지게 된다. 이 특별주일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회 병리 현상을 고쳐나갈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인 활동과 경각심

을 높이는 일을 한다. 이 주일에 드려지는 헌금으로는 자원봉사사업(UMVS), 청소년 범죄자 재활 사업(Youth Offender Rehabilitation 

Program)을 지원하게 된다. 

나눔의 주일(One Great Hour of Sharing)
“영국성공회”가 1946년부터 주도적으로 지키기 시작해 다른 교단들도 참여하게 된 나눔의 주일은 전체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축

복을 고통 받는 사람들과 나누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2008년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연합감리교회 장정 2008, 조항 263.2) 

이 특별주일에 드리는 헌금은 총회세계선교부(GBGM)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UMCOR)의 모든 구호활동에 사용되게 된다. 사순절 넷

째 주일로 지켜진다. 

미원주민선교주일(Native American Ministries Sunday)
1988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에 미원주민을 위한 특별주일을 제정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미원주민국제협의회”에서 제출했다. 

총회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연합감리교회의 특별주일로 제정하게 되었다. 부활절기 셋째 주일로 지켜지는데, 이 주일에 드리는 헌금은 

미원주민 신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고, 미원주민을 위한 교회 개척과 사역을 돕는다.

세계평화주일(Peace With Justice Sunday)
1980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평화와 정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총회대표들이 계획하고 총회사회부에서 이것을 실행하도록 지시

해 성황리에 추진되자, 1984년 총회에서 특별주일로 정해 특별헌금을 하도록 결정되었다. 성령강림주일 첫째 주일로 지켜지는데, 이 주

일에 드리는 특별헌금은 정의구현을 동반한 평화 선교사역을 지원하게 된다.

세계성찬주일(World Communion Sunday)
역사적으로 세계성찬주일은 10월 첫째 주일에 지켜져 왔는데, 근래에는 개체교회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날을 정해 지킬 수 있다. 이 주

일은 전 교회가 하나됨을 가르치고자 제정되었다. 이 특별주일에 드리는 헌금은 세계성찬주일장학금과 소수민족 장학 프로그램, 소수민

족 현지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연합감리교회 학생주일(United Methodist Student Day)
1866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목사 혹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결

의하고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학생들에게 지식과 신앙이 하나 되는 삶을 가르쳐 준비하도록 도와주자는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연합

감리교회 장학금과 학생 대부기금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11월 마지막 주일로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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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역협의회와 총회 기관들

생동감 있는 교회 육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면서 연대사역협의회, 총회재무행정협의회, 연합감리교회 출판부와 11개 프로그램 기관

들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제자를 연합감리교인들이 길러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래는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간

단한 개관이다.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
• 교단의 선교, 사역, 리소스들을 관리한다. 

• 교단의 비전을 확인하고 명확히 한다. 

• 정책과 절차를 만든다. 

• 선교를 위해 총회재무행정협의회와 협력하여 재정책임을 진다. 

• 지역총회와 해외지역총회에서 뽑힌 목회자와 평신도, 그리고 교단의 각 인종 코커스와 기관의 대표들이 포함된다.

주소:  SMU-in-Legacy Campus, 5236 Tennyson Parkway - Bldg 4, Suite 229, Plano, TX 75024
전화: (866) 648-9584

이메일: connectionaltable@umc.org | 웹사이트: www.umc.org/connectionaltable

총회재무행정협의회(General Council on Finance and Administration)
•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연합감리교회의 재정을 관리 조정한다.

• 교단의 일반 기금을 받아 지출 관리한다. 

• 교단의 법률 문제와 권한을 보호한다. 

• 교단의 통계자료를 수집 출판한다.

• 교단법인을 통해 교단의 기금을 투자 관리한다.

주소:  P.O. Box 340029, Nashville, TN 37203-0029
사무실:  1 Music Circle N., Nashville, TN 37203-0029
전화:  (866) 367-4232 and (615) 329-3393

이메일:  gcfa@gcfa.org | 웹사이트: www.gcfa.org

총회사회부(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 교회의 “사회원칙”과 총회가 승인한 사회정의관련 결의문들을 홍보한다.

• 윤리가치와 사회변화를 위한 대안과 전략이 깔려있는 장기적 사회현황을 분석한다.

• 사회정의를 향한 행동을 위해 알리고, 동기를 부여하며, 훈련하고 조직과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리소스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 교단의 최고 사회적 실천과 공공정책 관련 기관으로 미국 내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 다룬다.

주소:  100 Maryland Ave. N.E., Washington, DC 20002-5625
전화:  (202) 488-5600 | 고객담당: (800) 967-0880
이메일:  gbcs@umc-gbcs.org | 웹사이트: http://umc-gbcs.org

총회제자훈련부(General Board of Discipleship)
• 세계를 변화시키는 제자를 양성하는 공유적 꿈을 이루기 위해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들과 직접적으로 일한다.

• ‘다락방’, 교회개척, 개체교회 재활성화, 젊은이를 위한 사역과 해외지역총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여러 자료를 통해 신앙성장을 돕는 

필요한 자료와 훈련, 상담과 네트워크로 지도자들과 연계한다.

주소:  P.O. Box 340003, Nashville, TN 37203-0003
전화:  (877) 899-2780 and (615) 340-7200

이메일:  info@gbod.org | 웹사이트: www.gbod.org



25

총회세계선교부(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 연합감리교회의 세계선교를 위한 기관이다. 

• 세계 136개국의 선교를 위해 사람, 프로젝트, 파트너 십으로 천삼백만 연합감리교인들과 연계한다.

• 제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세우며, 고통을 완화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 연합감리교회구호위원회와 교단의 선교헌금인 ‘특별지정선교헌금’(The Advance)을 통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사람과 장

소를 준비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 일한다.

주소: 475 Riverside Drive, New York, NY 10115
전화:  (212) 870-3600 and (800) 862-4246 TDD: (212) 870-3709
이메일:  info@umcmission.org | 웹사이트: www.umcmission.org

총회고등교육사역부(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 목사에게 도움이 되는 온라인 안수후보자 시스템과 훈련을 제공한다.

• 연회 안수사역위원회의 안수후보자들의 안수관련 자료와 목회자의 지속적인 교육, 훈련, 증명서와 지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 젊은이들이 리더십과 분별력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확실히 찾도록 돕는다.

• 학자금 융자(년 2백만 불 가량)와 장학금(년 3백만 불 가량), 그리고 520개의 학원선교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연합감리교회 평신도와 목

회자 리더를 돕는다.

• 흑인대학기금, 교역자양성교육기금, 아프리카대학교기금 과 120개의 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 신학교를 통해 교육을 돕는다.

• 해외지역총회와 감리교 관련 신학교들과의 협력으로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기회를 늘린다.

주소:  P.O. Box 340007, Nashville, TN 37203-0007
전화:  (615) 340-7400
웹사이트:  www.gbhem.org

총회은급의료혜택부(General Board of Pension and Health Benefits)
• 100년이 넘도록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 연합감리교회의 가치관과 함께하는 91,000명 가입자의 장기저축과 은퇴계획과 프로그램을 위한 주된 경제기관이다.

• 목회자와 가족, 교단기관들의 직원, 개체교회 평신도 직원, 연합감리교회 관련기관들을 위한 건강, 장애, 사망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제도와 프로그램 업무를 Center For Health를 통해 관장한다.

• 17억 불 상당의 자산을 관리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투자하는 프로그램인 Wespath Investment Manage-

ment Division을 통해 업무를 관장한다.

• 미국 외의 필요로 하는 모든 목회자의 안정적인 은급 프로그램을 해외지역총회은급제도를 통해 기금을 개발하고 돕는다.

주소:  901 Chestnut Ave., Glenview, IL 60025-1604
전화:  (800) 851-2201 & (847) 869-4550
웹사이트:  www.gbophb.org

교회역사보존위원회(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 연합감리교회의 역사적 관심을 돕는다. 기록물을 모으고, 보존, 보급한다. 책임있는 일반인들과 학자들이 사용을 위한 문헌보관시설과 

도서관을 유지한다. 

• 전통적 문서화 과정에서 보통 다루지 않은 여성 및 소수인종과 다른 특정인들에 의한 역사적 기록 등을 강조한다.

우편주소:  P.O. Box 127, Madison, NJ 07940-0127
사무실:  36 Madison Ave., Madison, NJ 07940
전화:  (973) 408-3189
이메일:  research@gcah.org | 웹사이트: www.gcah.org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United Methodist Women)
• 약 80만 명의 회원이 있는 교단 내에 가장 큰 기관이다.

• 신앙의 성장과 리더를 길러내며, 정의를 구현한다.

• 미국과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여성,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매년 2천만 달러를 모금하고 있다.

주소:  Interchurch Center, 475 Riverside Drive, 15th Floor, New York, NY 10115
전화:  (212) 870-3600
이메일:  mwilbur@unitedmethodistwomen.org | 웹사이트: www.unitedmethodistwom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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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공보위원회(연합감리교회 공보부,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 연합감리교회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와 사역에 대해 관심을 늘리는 방안을 찾는다.

•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진보된 사역을 위해 세계적 교회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홍보와 마

케팅의 필요에 맞추어 가기 위해 일한다.

• 개체교회와의 파트너 관계로 필요한 서비스와 도구, 제품, 자료와 교육 등을 제공하여 커뮤니케이션 사역을 지원한다.

• 세계적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개발을 지원한다.

• 연합감리교인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상에 변화를 끼치는 소식을 모으고 나눈다.

• 교단의 공식 웹사이트인 UMC.org/KoreanUMC.org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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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810 12th Ave. S., Nashville, TN 37203-4744

전화:  (615) 742-5400 | 고객담당: (888) 346-3862

이메일:  umcom@umcom.org | 웹사이트: www.umcom.org

총회인종관계위원회(General 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
• 인종차별을 없애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함과 연합감리교회의 삶을 증거함을 위해 노력한다.

• 포함의 가치와 인종평등과 정의가 생동하는 교회로의 변화되는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 개체교회에서부터 교

단기관, 그리고 다른 관련기관의 목회자와 평신도를 독려한다. 

• 연합감리교회가 리더십 개발과 문화역량훈련, 조사와 평가, 자료제공과 관계형성 등의 모든 교단의 일에서 함께함을 찾도록 돕는다.

• 모든 사람을 섬기고, 교회가 인종차별을 없애는 것에서 인종차별을 예방하는 방향으로의 필연적인 전환을 통해 세계가 한가족이 되

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한다. 

주소:  100 Maryland Ave. N.E., Suite 400, Washington, DC 20002
전화:  (202) 547-2271

이메일:  info@gcorr.org | 웹사이트: www.gcorr.org

총회여권신장위원회(General Commission on the Status and Role of Women)
• 세계적인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평등한 책임과 참여를 이루어가도록 연합감리교인을 독려한다.

• 교회 내의 개인이나 단체의 여성을 옹호한다.

•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포함한 기관의 모든 성차별에 대해 다루고 근절시키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한다.

• 과거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미래의 차별을 예방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다.

• 교회의 리더들에 의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다루며, 치유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끈다.

• 연합감리교회가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반영하는 교단임을 확실히 하도록 지도규범과 권고사항을 개발한다.

주소:  77 W. Washington St., Suite 1009, Chicago, IL 60602

전화:  (800) 523-8390 and (312) 346-4900

이메일:  gcsrw@gcsrw.org | 웹사이트: www.gcsrw.org & www.umsexualethics.org

총회남선교위원회(General Commission of United Methodist Men)
• 교회 안과 교회 주변의 남성들을 향하고 위하며 함께 일하는 사역을 교회에서 만들고 지속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제공한다.

• 남성사역을 위한 전문가를 교육한다.

• 그룹들이 전국적인 단체와 관계를 갖도록 한다.

• 적은 규모와 특별한 관심그룹을 만들도록 장려한다.

• 신앙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 봉사사역들을 제안한다.

• 개체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 활성화를 위해 스카우트사역, 4H클럽, 캠프파이어 프로그램 등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

한다.

주소:  1000 17th Ave. S., Nashville, TN 37212

전화:  (615) 340-7145

이메일:  gcumm@gcumm.org | 웹사이트: www.gcum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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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출판부(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 연합감리교회와 다른 기독교 공동체의 목회자와 신학생, 기독교육자와 평신도의 사역과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자료와 출판물을 제공

하여 전 세계의 기독교 성장을 돕는다.

• 전적인 자체 지원 기능을 가진 기관이다.

• Abingdon Press, Cokesbury, Common English Bible, Kingswood Books, and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등의 출

판사가 있다.

• Cokesbury.com을 이용하거나, 지역 소비자상담자와 기독교육 핫라인으로 연락할 수 있다.

주소:  P.O. Box 801, Nashville, TN 37202-0801

전화:  (615) 749-6000, 콕스베리: (800) 672-1789

이메일:  cokes_serv@cokesbury.com

웹사이트:  www.Cokesbury.com, www.AbingdonPress.com, www.MinistryMatters.com, www.UMPH.org

총감독회(Council of Bishops)
• 연합감리교회 감독들을 통해 북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4대륙에 걸친 일천백만 명 이상의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제공한다. 

• 연회와 해외지역총회를 주재한다. 

• 교회와 전 세계의 선교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한다.

주소:  100 Maryland Ave. N.E., Suite 320, Washington, DC 20002

전화:  (202) 547-6270

이메일: cob@umc.org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
• 공소 또는 합헌 여부 판정 신청으로 제기된 교단  공식기구, 즉 총회, 지역총회, 연회, 또는 해외지역  

총회의 결정이나 청원 등이 장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판단한다. 

• 연회 주재감독의 법률적 해석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주소:  The Rev. F. Belton Joyner Jr. Secretary

1821 Hillandale Road, Suite 1B, PMB 334 

Durham, NC 27705-2659

이메일: judicialcouncil@umc.org

총회연합사업위원회(Office of Christian Unity of Interreligious Relationships of the Council of 
Bishops)
• 다른 신앙공동체와 전 기독교적인 관계를 지지한다.

• 연합감리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교회로서 일원임을 이해하고, 교단의 전 기독교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인류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지지함을 지향한다.

• 연합감리교인의 전 기독교적 리더십을 위해 교육을 개발한다.

• 연합감리교회가 국내와 국제적 다른 종교들과 연결됨에 관해 해석한다.

주소:  Room 1300, 475 Riverside Drive, New York, NY 10115

전화:  (800) 653-8936 and (212) 749-3553

이메일:  questions@gccuic-umc.org | 웹사이트: www.gccuic-u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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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기본 온라인 코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연합감리교회 101”(UM101)은 새 신자 및 교단과 역사, 구조, 신조, 사역에 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준

비되었다. 

이 코스를 통해 다음의 내용들을 알아보게 된다. 

• 연합감리교회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 왜 우리는 “연합감리교인”이라 불리는가? 

• 연합감리교회는 누가 대변하는가? 

• 연합감리교회의 공식적인 신조는 누가 결정하는가? 

• 전쟁이나 낙태에 관한 이슈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가? 

• 왜 연합감리교회는 정치적인 이슈에 관여하는가? 

가장 편리한 시간에 자신의 속도에 맞춰 코스를 진행할 수 있다. 4개의 과목마다 여러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고 마치는데 한 시간 정도가 걸린다. 이 코스는 6주 

동안 가능하며 과정을 마친 후에는 5학점의 연장교육 학점을 받게 된다. 

이 코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umcom.org/um101을 방문하면 된다. 

여러분들의 풍성한 세계봉사기금(World Service Fund) 지원을 통해

다목적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이 자료를 만들게 되어 감사 드린다. 

이 책자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에 의해 제작되었다.

연락처

추가로 자료를 신청할 경우 웹사이트 www.umcgiving.org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csc@umcom.org, 전화 888-346-3862로 연락하면 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umcgiving.org에서 볼 수 있다. 

#4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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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연합감리교회 구성표

5개 선교감리사 

• 동북부 선교구

• 서부 선교구

• 동남부

• 중북부

• 중남부

총회기관

• 세계선교부

• 여선교회 UMW

• 제자훈련부

• 고등교육부

• 공보부

• 인종관계위원회

• 출판국 등

연합감리교회

연장사역 

• 한인감리사

• 연회스테프

• 신학대학원 교직원

• Claremont CPAAM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청소년목회 YI /대학생목회 CI 

/어린이목회 CMI

한인선교총무

[한인총회/일천교회/한목협]

한인총회

5개 지역 연합회

• 동북부

• 동남부

• 중북부

• 중남부

• 서부

일천교회

목회자학교

연대기관

• Nexus

• 여교역자

• 다인종목회자

• 전국여선교회

• 선교협의회

• 이중문화

• 학원목회강화

• 통일위원회

• 파트너교회연합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

Korean American

UM Community

선교/개척교회

감독

목회후보자/신학생

The UMC
ConneX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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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목회강화협의회

비전
우리의 비전은 웨슬리의 전통과 한국적 영성을 합하여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다.

핵심 가치
• 열정적인 영성

• 극진한 환대

• 소그룹사역

• 희생적인 청지기 의식

2013–2016 회기 중점 사역 분야와 목표

회중개발

• 성장 가능한 교회를 개척한 후에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육성한다.

• 새로운 교회가 제자를 길러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그룹사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훈련시킨다.

지도력 형성

•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도자들을 발굴해 훈련시킨다. 

• 소그룹사역을 감당할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종합적이고 집중된 지도력 개발 전략을 실행한다.

• 전국적/지역적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력 훈련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차세대사역 육성

• 다양한 인종들로 다문화 가정을 이뤄가는 차세대 한인사회의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지원함으로 젊은 교역자와 평신

도 지도력을 양성한다. 

• 인구 변화 추세 속에서 새로운 제자 양성에 필요한 새로운 교회와 사역을 지원한다.

사역자료 개발

• 문화적인 관련성을 지닌 자료를 한국어와 영어로 만들어 새로운 소그룹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전 연합감리교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한 전략 개발의 일환으로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될 전국적인 데이터와 통계에 관해 연구하고 업데이트한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

• 이민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노력은 물론 이민자들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실현 관련 사역을 하고 있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력하고, 한인과 타인종 교역자들의 안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세계적인 협력관계 육성

• 기존의 한인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강화시키기 

 위해 세계적이고  초교파적인 단체들, 독립적인 감리교 교단들과 협력하고, 

 해외지역총회와의 협력관계를 조성한다. 

세계봉사기금: $3,082,000

장학순 목사, 사무총장 

⋅ 이메일: pchang@umcmission.org 

⋅ 웹사이트: www.KoreanUMC.org/kmp 

 http://www.umcmission.org/Connect-with-Us/National-Plans/

 Korean-Ministry-Plan

⋅ 전화: (212) 870-3864



세상의 중심에서
당신의 소명에 응답하십시오!

웨슬리 신학대학원

웨슬리 신학대학원은
급변하는 세계의 중심, 워싱턴 DC에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소명을 당신이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인영구장학금 / 멘토쉽

TG 컨퍼런스와 인턴쉽 후원

학문적으로 탁월한 신학교

교회 중심의 복음적인 신학교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신학교 

www.wesleyseminary.edu | Washington, DC | 202•885•8620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소그룹 리더 훈련자료

한국적영성과웨슬리신앙전통에서예배와섬김성경삶의나눔
기도와영성교회와전도를담았습니다

이교재는소그룹사역리더로서하나님나라가확장되고연합감리교회와
개체교회를부흥성장시키는축복의통로역할을합니다참가자용교재는
일련의과정을거친교회에보급되고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당신이교회의리더로부르심받은것을함께기뻐합니다

한인목회강화협의회는소그룹사역강화라는
비전성취를위해한인총회와힘을합해목회현장에서적용할수있는
소그룹사역을돕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훈련에대한문의와연락처한인목회강화협의회장학순목사

☎  • 

소그룹리더세우기(Small Group Leadership Training)

개 정 판

개정판의특징

•소그룹이해와운영에대한내용보완
•속회와의호환성향상
•기독교대한감리회와의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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