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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thers and Sisters, 

Grace and peace to you in the name of our Lord Christ Jesus! Welcome to the California-
Nevada Conference. We want to serve you in every good way as you bless us with your 
presence. 

We are praying for you as you gather from across The United Methodist to grow your 
leadership skills to serve Christ our Lord with even deeper commitment and faithfulness. 
May the Holy Spirit anoint each one of you anew with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strengthen 
you for the days ahead. 

I want to give witness to the fact that I too have been touched by your leadership as persons of 
Korean descent and faith experience. Your diligent perseverance in the sharing of the Good 
News of Jesus our Lord, your servant spirit, and your sacrificial giving for the sake of the 
Gospel, inspire and encourage me and so many others. 

You have much to teach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bout being the people of God. I pray 
that as you engage in prayerful study of how you will continue to grow in your principled 
Christian leadership in the Korean context, you would not forget to pray and discern God’s 
will for the world-wide United Methodist Church. The UMC needs your leadership. 

I look forward to being with you as you gather at Korean UMC of Santa Clara Valley in 
San Jose, California, a leading church in our conference. It will be a blessing to personally 
welcome old friends, and meet new ones. 

Your Sister in Christ, 

 
Bishop Minerva G. Carcaño 

Bishop Minerva G. Carcaño 
Resident Bishop, San Francisco Area 
California-Nevada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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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전국제자대회 2018년을 기하여...

전국에 흩어져서 섬기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감독 회의와 

한인교회들을 대신하여 환영합니다.

<세상 속의 제자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이는 전국제자대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복음으로 변화하는 세상 속으로 보내진 사도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는 정체성

은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요, 그 사도성을 강한 자아의식으로 가지고 복음을 살고자 하

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배움과 영성을 통하여 교회들의 자리, 제자들의 고백 자리를 

함께 모색하는 이번 대회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중요한 획을 긋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들

이 당면한 시대적인 선교의 요청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강한 연대를 함께 나눔으로 내면에서 외면으로 영

적인 혁명을 이루어 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어 나가라는 지상명령은 우리 자신들이 변하는 자기변형의 복을 통하여 세상을 변혁해 가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제 역사를 거듭한 교회들이 자신의 선교적인 자리를 변혁하고 복음이 주는 강한 용기

를 다시 은사로 받고, 성령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면서 다시 껑충 도약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감사하고 치하 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 전체가 이번 전국제자대회로 

인하여 새로운 부흥과 혁신의 메시지를 받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정희수	감독
연합감리교회 위스콘신연회 주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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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Welcoming
Message

전국제자대회가 열림을 기뻐합니다.

오시는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마다 선한 뜻과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텐데, 어떤 뜻들을 품고 오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전국제자대회”란 새 이름으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 프로그램을 짚어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주제어를 

뽑아 보니, 이렇습니다. <평신도> <청년> <어린이>, 그리고 <네트워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교우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역시 섬김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확인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섬김을 많이 받아야 직성이 풀리고 찬양을 받지 못하면 안달이 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모든 악과 슬픔이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입

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와 참된 인격적 관계를 트고 싶어 하시고, 굳이 말로 안 해도 마음이 통하는 진실

한 교감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실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마태

복음 5:4, 6).

<세상 속의 제자 리더십>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 대회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

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케 하시며, 새로운 챕터

(chapter)를 열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듣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팀뿐만 아니라, 이 대회를 지원해 주시는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홍삼열 목사님과 모든 교우에게 감사

의 마음을 전합니다.

류재덕	목사		
파트너교회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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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집회 
5/25	첫째	날

진실한 지도자

5/26	둘째	날

행복한 지도자

연합집회	강사		정성학 목사 Sung Hak Chung

기독교대한감리회	 기적의교회	 담임목사,	 21세기	 성경연구원	 원장.	 저서	
<333개의	설교힌트>	(전	7권),	<줄기보기	설교시리즈>	(신약	전	30권),	<21세
기	성경연구	교재>	(전	7권),	정성학	목사	컬럼집>	(전	10권),	<속장님,	우리	속
장님!>,	<구역장	내비게이션>,	<나는	행복한	셀리더>.	학력	아세아연합신학대
학교	신학과(B.A),	감리교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M.Div),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Ph.D	과정).



사람이	재산이다!

1.	사도의	곁에	있던	사람	1

①	부겔로와	허모게네

·아시아에서	사도를	버린	이들!

②	구리장색	알렉산더

·바울사도에게	많은	손해를	끼침

·주의	사자의	가슴에	못을	박은	자

·사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자

·사도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자

③	후메네오와	빌레도

·독한	창질의	썩어짐같은	말쟁이

·온갖	말로	사도를	음해하는	자

·사람들의	공동체를	허무는	자

·돌아다니며	말로	이간질	시키는	자

·사람들의	믿음을	허무는	일

2.	사도의	곁에	있던	사람	2

①	아굴라,	브리스길라	내외

·처음	바울	사도를	만나	일생을	동행

·사도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	놓음

·사도의	선교를	위해	일생을	헌신함

②	오네시보로의	집

·사도를	자주	찾아	만났음

·시원한	얼음	냉수같은	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함

③	믿음의	아들	디모데

·겨울	전에	오라고	명함

·자식이	아비에게	대함	같이	함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돕는	지도자

	기억에	남는	사람

·쓰린	기억에	남은	사람

·생각만	하면	치가	아픔

·생각만	하면	행복함

19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20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21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22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19~22

첫째 날 저녁집회

진실한	지도자

정성학 목사 Sung Hak Chung

05
 25

8 2018 전국제자대회



05
 26

둘째 날 저녁집회

행복한	지도자

정성학 목사 Sung Hak Chung

1.	바울이	만난	사람들	1

①	바울의	위로자

②	바울의	후원자

③	바울의	동역자

2.	바울이	만난	사람들	2

①	사역의	동역자-누가

②	고난의	동역자-실라

③	불변의	후원자-루디아

11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11~15

9자료집



주일예배
5/27

주일예배	강사	 미네르바 카르카뇨 감독
 

Bishop	 Minerva	 Garza	 Carcaño	 became	 the	 first	 Hispanic	 woman	
to	be	elected	 to	 the	episcopac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2004	by	the	Western	Jurisdiction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he	currently	serves	as	Bishop	of	the	San	Francisco	Area	of	
The	UnitedMethodist	Church,	and	is	an	official	spokesperson	for	the	
United	Methodist	Council	of	Bishops	on	the	issue	of	immigration.	Bishop	
Carcaño	is	a	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and	Perkins	School	of	Theology	of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여는 특강
5/25

변화 속의 한인교회

미국과 한인 공동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교회의 상황도 예전 같지 않다. 연합감리
교회가 고민하는 교인의 고령화 현상이 한인교회에도 나타나고 있고, 젊은 세대는 교
회를 외면하고, 교회에 유입되는 한인은 줄고 있다. 그런데 미국 내 아시아 인구는 50
년 전 1%에서 현재 6%를 차지하고 50년 후에는 14%를 차지한다고 전망한다. 이런 증
가와 변화에 한인은 예외인가? 정말 미국 내 한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가? 한인 교회의 
역할도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 것일까? 미국 내 변화, 교단적 
차원에서의 변화, 한인교회와 한인 커뮤니티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도전은 무
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강사		김광기 목사 Kwangki David Kim

현재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한인	및	아시아	태평양인	사역	책임자로	
섬기고	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와	한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필리핀	선교사로	90년부터	8년	동안	섬기며	Mission	
Information	 International을	 세워	 <Word	 and	 Ministry>	 <Worship	 and	
Preaching>을	 발행하며	 문서선교를	 하였다.	 21세기	 목회	 변화와	
디지털	 시대의	 사역을	 준비하며	 Asia-Pacific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	and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Christian	
Communication	&	Religion	and	 Journalism을	전공했다.	제자사역부로	
오기	전에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한인자료실	디렉터와	 <섬기는사람들>	
편집인으로	섬겼다.



The	Rise	of	Asian	Americans:	Asians	overtake	Hispanics

아시아계	 미국인은	 가장	 높은	 수입(highest-income)과	
최고의	 교육을	 받은(best-educated)	 사람들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fastest-growing)	인종	그룹이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그들의	 삶과	 재정	 상태에	 있어	
일반	 대중보다	 만족도가	 높고	 다른	 미국인들보다	 결혼
(marriage),	 부모	 된	 책임(parenthood),	 일(hard	 work),	
사회적	성공(career	success)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

Pew	Research	Center,	2013

The	Asian	population	in	the	U.S.	has	grown	72%	since	2000

미국	내	아시아	인구는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72%	성장
했고,	다른	소수	인종이나	주류	인종보다	가장	빠른	성장률
을	보인다.

한	나라	출신이	미국	내	아시아	인구를	주도하지는	않지만,	
가장	큰	아시아계	미국인	그룹은	중국,	인도,	필리핀	사람
이다.

Pew	Research	Cent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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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특강

변화	속의	한인교회

김광기 목사 Kwangki David Kim

12 2018 전국제자대회



UMC	Counts	by	Ethnicity

GCFA	2015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합감리교회는	백인	회중이	87%	가까
이	차지하고,	흑인교회가	약	7%이다.	한인교회를	포함한	아시안	연합감리
교회는	1%가	조금	넘는다.	특이한	사항은	다인종	교회가	증가하면서	4%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안	연합감리교회와	회중은	서부와	동부	지역에	집중하여	있다.	아시
안	연합감리교회와	회중이	가장	많은	탑	5	연회도	모두	서부와	동부에	자
리하고	있다.	

Korean	Population	in	the	U.S.
2000~2015

Length	of	Time	in	the	U.S.	for	Korean	Immigrants
2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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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to	10	years More	than	10	years

Ethnicity	 Church	 Percent
Asian	 	339		 1.05%
Black	 	2,194		 6.82%
Hispanic	 	221		 0.69%
Native	American	 	117		 0.36%
Pacific	Islander	 	42		 0.13%
White	 	27,935		 86.88%
Multi-Racial	 	1,304		 4.06%
2015	Totals	 	32,152		

North	Central	 10,982
Northeastern	 22,740
South	Central	 9,801
Southeastern	 16,454
Western	 32,396
2016	Totals	 92,373	

California-Pacific	 17,053	
California-Nevada	 10,567	
New	York	 8,396	
Greater	New	Jersey	 7,701	
Virginia	 5,098	
North	Georgia	 4,388

Top	Five	Lay	Ethnic(Asian)	Membership	by	Annual	ConferenceLay	Ethnic(Asian)	Membership	by	Jurisdiction

Membership	Ethnicity	Breakdown	(Began	collecting	in	1989	with	Multi-Racial	added	as	category	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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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UMC

연합감리교회는	미국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에	
분포된	전	세계적	교단이다.	미국	내	5개	지역총회와	7개	해외지역총회
로	구성된	연합감리교회는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여러	면에서	새로
운	국면에	처해있다.	

통계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10%	이상의	감소세를	보이는	미주	연합감
리교회와는	달리	아프리카(150~300%)를	비롯한	아시아(20%)에서의	교인	증가는	미국과	해외	연합감리교회의	대조적	변화를	더	실감하게	한다.

UMC	Statistics

지역	 2004	 2014	 교인	변화	 변화율
중부아프리카		 174,617		 748,963		 574,346		 329%
콩고	 862,275	 2,595,317	 1,733,042	 201%
서아프리카	 594,739	 1,508,696	 913,957	 154%
중남부유럽	 18,410	 15,352	 (3,058)	 -17%
독일	 37,924	 32,108		 (5,816)	 -15%
북유럽	 37,924		 11,483		 (4,872)	 -30%
필리핀	 179,452		 216,326		 36,874		 21%
미국	 8,075,010		 7,183,193		 (891,817)	 -11%

총계	 9,958,782		 12,311,438		 2,352,656		 24%

2016	State	of	the	Church

UMC	Quick	Facts	(2016)

The	United	Methodist	Church	 Jurisdictional	Conferences	 Central	Conferences	 Total
Total	church	membership	 6,951,278	 5,663,340	 12,614,618
Total	active	churches	 31,867	 *12,255	 44,122
Total	clergy	membership	 44,080	 10,394	 54,474
Average	Weekly	Worship	Attendance	 2,659,427	 2,588,883	 5,248,310
Annual	Conferences	 56	 80	 136
Episcopal	Areas	 46	 20	 66
Jurisdictions	 5	 7	 12

*	Central	Conferences	reported	10,495	Preaching	Places	in	addition	to	the	12,255	organized	churches.

지역	 연회수	 개체교회	수	 고백교인	수
아프리카지역		 30	 12,431		 4,852,976	
필리핀		 24	 1,444		 216,326	
유럽		 20	 1,065		 58,943	
북미	 57	 32,408		 7,183,193	
2015	총계	 131	 47,348		 12,311,438

14 2018 전국제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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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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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2000년 역사와 평신도 사명

평신도의 사명에 대해 성경적,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대교회의 방향과 사역을 점검하
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성경에서는 모세와 바울의 리더십을 통해 경계를 넘어섰던 하
나님나라 사역에 대해 고찰하고,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의 만인제사장직과 경건주의, 
감리교운동의 평신도사역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
대의 평신도가 지닌 크기와 과제를 진솔하게 나누어보자.

강사		이은재 교수 Eun Jae Lee

감리교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	독일	프라이부르크	한인교회	담임	목사	
역임,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	교수(1999~2001),	한국	YFU	이
사,	한국	기독교교육협회	이사,	한국교회사학회	총무,	“경건주의	신학과	
신학자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역서와	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와	대학원	
졸업,	독일	튀빙겐대학교	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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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강

기독교	2000년	역사와	평신도	사명

이은재 교수 Eun Jae Lee

기독교	역사와	평신도의	사명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

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

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니라.”(베드로전서	2:9~10)

문제제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동안	신

앙의	일을	세상과	분리하거나	혹은	세상을	바

꾸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세상과는	

거리를	두는	것만큼	신앙이	좋은	것으로	가르

치고	배워왔다.	그런데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실제로	행동에서	가능한	것인가?	

평신도에	대한	오해
기독교	역사에서	성직자의	역할이	주목받으면

서	오늘날	자연스럽게	평신도와	구별되는	직

책으로	인식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

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사

역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	방법마

저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

자.	그런	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

행하는	교회공동체	안에서의	사역은	목회자에

게	부여된	직책이지만,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현하는	일에

는	우리	모두가(목회자를	포함해서)	동일한	사

역자인	셈이다.	

성경의	인물에게	배우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을	받은	자들은	

모두	낯선	환경	가운데로	초대를	받았다.	가령,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할	

것을	요청받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

다.	익숙하고	습관화된	환경을	벗어나는	과정이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더구나	성경의	사람들은	이방인	세계조차	주저

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구약

에서는	모세를,	신약에서는	바울을	언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특정	장소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또

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사

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배우다
종교개혁은	1,500여	년	지속하던	가톨릭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렇다고	해서	교파적인	편견

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한다.	루터를	비롯한	종

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진

정한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를	위해서	종교개혁은	몇	가지	위대한	유산을	남

겨주었는데,	그것은	성경	중심적인	기독교와	은

혜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선포와	만인사제직을	

주창한	것이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모든	기득권에	대한	해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성직자	중심으로	성경이	독점되는	것,	행함을	

통한	구원을	말하면서	그	판단	기준을	사제중심

에	놓은	것,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면서	차이

를	공고화한	것에	대해	저항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만인사제직은	성직자와	동등한	평신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	모두가	하나님의	일

에	초대를	받았고,	거룩한	사역에	성결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제는	그다음	세대

에서	가능해졌다.	경건주의는	제도적	교회에	국

한하지	않고,	신실한	신자들의	소그룹	모임을	

결성해서	실제적인	“경건의	실천”(praxis	pieta-
tis)을	꾀하였다.	이를	통해	훈련을	받은	평신도

들을	통해	다양한	사역들이	가능해졌는데,	대표

적으로	선교와	교육	그리고	의료와	복지	분야가	

개신교	진영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더	나아

가	하버드대학교의	데이비드	햄튼	교수는	감리

교회	운동은	철저하게	“평신도	운동”이라고	못

을	박을	정도로	평신도	사역은	그	사회와	역사

를	바꾸는	지표가	되었다.	“한	사람의	변화를	통

해	세계를	변혁시키려”	했던	경건주의	모토가	

웨슬리의	감리교회	운동을	통해	열매를	거두었

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세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자신,	자신-가정,	자신-

삶의	자리라는	방식으로	그	층을	확장한다.	그

리스도인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섬에서	살아가

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일은	세속적

인	일과	구별하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	또한,	종

교적인	활동과	일상적인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교회	안에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사회라는	

울타리를	바탕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이	모

든	영역을	관찰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

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활동영역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세상	전체이다.	더는	교회	

안에	멈추어	서	있지	말아야	한다.	부르심을	따

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으

로	일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에게	필요한	것이다.

16 2018 전국제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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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01
5/26		1:30~3:00	PM

UMC 아이덴티티와 개체교회 
@	본당	

이 워크숍은 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과 특성을 알아보고 현재의 주소, 그리고 미래의 방
향을 개관할 것이다. 개체교회가 지방회(District), 연회(Conference), 그리고 교단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개체교회를 성실히 섬
기면서 개체교회의 벽을 넘어 지역사회, 지방회, 그리고 연회와 교단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협력할 길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현재 겪고 있는 UMC 내에
서의 갈등, 한인교회의 갈등 요인 등을 다루면서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이끌어 갈 수 있
는 목회자, 평신도 리더십 개발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강사		강영숙 목사 Youngsook Charlene Kang

현재	로키마운틴연회에서	연회총무(Director	of	Mission	and	Ministries)
로	섬기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선교부	부총무로	섬겼으며,	로키마운틴연
회의	메트로폴리탄	지방의	감리사로도	섬겼다.	연합감리교회	총회	대표
로	4번	선출되었으며,	교단의	여러	기관의	이사로	봉사하였다.	세계교회
협의회의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현재	세계감리교회협의회	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이민	문제와	에큐메니컬	운동	등	정의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
Who	are	we	a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ㆍ	요한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Wesleyan	Theological	Heritage)	

ㆍ4대	신학적	과제(Theological	Task:	Scripture,	Tradition,	Reason	

And	Experience)	

ㆍ	연대	시스템(Connectional	System)	

ㆍ	세계적	교회(Global	Church)	

연합감리교회의	구조
The	Struc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ㆍ	행정단위(Structural	Units):	General	Church,	 Jurisdiction,	

Annual	Conference,	District	and	Local	Church

ㆍ	행정모임(Meetings):	 General	 Conference,	 Jurisdictional	

Conference,	 Annual	 Conference,	 District	 Conference,	

Charge	Conference

1.	총회/총회기관	General	Church/General	Agency
14	총회	기관(GENERAL	AGENCY):	일반적으로	교단	전

체의	일을	수행하는	총회	산하	기관,	위원회,	부서	등의	단

위를	가리키는	용어.	총회	산하	기관은	총회가	정한	책무

를	다룬다.

ㆍ	General	Board	of	Church	&	Society

ㆍ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ㆍ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	Ministry

ㆍ	Discipleship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ㆍ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ㆍ	General	Council	on	Finance	and	Administration

ㆍ	Wespath(Pension	and	Health	Benefits

ㆍ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	History

ㆍ	General	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

ㆍ	General	Commission	the	Status	and	Role	of	Women

ㆍ	United	Methodist	Men

ㆍ	United	Methodist	Women

ㆍ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ㆍ	The	Connectional	Tab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To equip the saints for the work of ministry, for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에베소서	4:12		Ephesians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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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과	미래:
개체교회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강영숙 목사 Youngsook Charlene Kang

Photo courtesy of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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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General	Conference):	연합감리교회의	유일한	입법기구로	대의

원들은	평신도,	목회자	동수로	구성된다.	4년마다	모이며	교단을	대표

하여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다.

장정(The	Book	Of	Discipline):	연합감리교회의	법,	교리,	행정,	조직	

사업	및	절차를	규정,	설명하는	기본	책.	4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장정

의	내용은	개정되며,	그	결의사항이	4년마다	나오는	개정판에	반영된다.

2.	지역총회(Jurisdictions)
①	미국	내:	5개	지역으로	나눈	지역총회는	총회가	정한	소속	연회로	구

성된다.	곧	중북부(North	Central),	동북부(Northeastern),	중남부(South	

Central),	동남부(Southeastern),	서부(Western)	지역총회가	있다.	

②	미국	밖:	해외지역총회(Central	Conferences	outside	 the	United	

States)는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7개	지역에	소재한	지역총회이

며,	총회가	정한	지역연회로	구성된다.	해외지역총회는	미국	내	지

역총회와	비슷한	책임을	갖고	있다.

ㆍAfrica	Central	Conferences:	Africa,	Congo,	West	Africa

ㆍEurope	Central	Conferences:	Central	and	Southern	Europe,	

Germany,	Northern	Europe	and	Eurasia

ㆍPhilippines	Central	Conference

지역총회(Jurisdictional	Conferences):	4년마다	열리는	지역	모임으

로	연회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참석한다.	감독	선출과	관할지역	배정이	

이	모임에서	처리된다.

3.	연회(Annual	Conference)
연합감리교회의	지역조직	단위이며,	연회는	교회의	사역을	관장하고	

정책원칙을	채택하며	영적	생활을	강화한다.

연회(Annual	Conference):	이	조직의	연례	모임을	가리키는	말로	연

회	주재	감독이	주관한다.	연회	참석자는	동수의	목회자와	평신도이며,	

각	구역회에서	적어도	한	명의	평신도에게	대의권이	주어진다.

4.	지방(District)
지방감리사가	관할하는	교회들이	속한	지역.	교회	혹은	구역회와	지방

회가	연회의	기본	조직이다.

지방회(District	Conference):	지방의	연례	모임을	가리키는	말로	감

리사가	주관한다.	

5.	개체교회(Local	Church)
기독교인으로서	또	연합감리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을	섬기려는	사람들의	신앙공동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과	

세례받은	연합감리교회	교인이	속한	조직된	개체교회는	연회의	인준

을	받아	정식으로	연회	회원	교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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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부지역총회

동북부지역총회

중남부지역총회

동남부지역총회

서부지역총회

리오그란데연회는 텍사

스주와 뉴멕시코주의 스

페인어를 사용하는 연합

감리교회들로 구성된다. 

오클라호마원주민선교

연회는 오클라호마, 캔

자스, 텍사스주의 미원

주민교회들로 구성된다. 

지역총회 경계선

연회 경계선

주 경계선

오리건아이다호

옐로스톤

로키마운틴
네브래스카

서부캔자스

미시시피

동부
캔자스 미주리

아칸소

동부펜실베이니아

서부펜실베이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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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회(Charge	Conference):	개체교회의	기본적	정책	결정기구.	개

체교회	사역을	검토하고,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며,	목회자의	사례를	

결정한다.	교회	임원회는	구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감리사에	의

해	소집된다

연합감리교회	4대	선교과제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

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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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감리교회	교단의	현재와	미래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UMC
ㆍ	무엇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연합하는가?(What	 divides	 and	what	

unites	us?)

ㆍ	미래위원회(Commission	on	A	Way	Forward):	Two	options	at	the	

table

개체교회가	연회와	교단에	어떻게	참여하고	협력할	것인가?
ㆍ	나와	내	교회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한다.

ㆍ	연회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알아본다:	UMW,	UMM,	Church	and	

Society,	Trustees,	Finance	and	etc.	

ㆍ	지방,	연회의	어느	기관에	참여하고	일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ㆍ	감리사,	연회	스태프,	감독	등과	관계를	맺고	강화한다.

ㆍ	현재	교단에서	추구하는	선교정책은	무엇이고	또한	무엇이	쟁점인

지	알아야	한다.

ㆍ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하고	나의	의견을	알린다.

ㆍ	선교분담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Connectional	Giving	or	

Apportionment):	연합감리교회가	세계	선교와	교단	사역을	지원하

기	위해	사용되어온	기금을	말하며,	각	연회가	정한대로	각	개체교

회의	능력에	기초하여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연대	언약(Connectional	Covenant):	교단	사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위해	총회에	의해	결정된	분담금을	개체	연합감리교회가	재

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언약의	약속으로,	교회가	가장	우선하는	선

교	책임이다.

개체교회	리더십	개발
Local	Church	Leadership
ㆍ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목회자

ㆍ	평신도	리더십	개발:	Discipleship	Training,	Lay	Speakers,	Lay	

Servants,	Certified	Lay	Ministers

ㆍ	분쟁하는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꾼다(From	Heart	at	War	to	

Heart	at	Peace).

ㆍ	Pr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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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02
5/26		3:10~4:40	PM

한인교회와 디아스포라: 전망과 과제 
@	본당	

초대교회에서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였다. 초대 교회 선
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디아스포라 선교가 21세기에 들어서서 다시 주목받고 있
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종합적이며 또한 전 지구적이다. 이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각 
나라와 각 민족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복음화를 앞당
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140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연합
감리교단 역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다. 연합감리교단 자체가 영국에서 이민 와서 미
국에 정착했고, 지금은 미국 외에 다른 지역에서 부흥의 물결을 타고 있다. 연합감리교
회 교세를 보면 미국 내 700만 명,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 560만 명, 총 1,260
만 명의 교인 수를 가지고 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300여 교회가 교단의 분담금 외에 
국내외 선교를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
상 한인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다민족을 향한 선교의 문을 넓혀 인류
에 더욱 공헌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강사		이강원 목사 Kang Won Lee

오클랜드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SmallSeed	Mission	International	Adviser,	
Korean	Resource	Development	Team	Coordinator(Korean	Trinity	Bible	
Studies),	“Spiritual	Journaling”	of	With	Jesus	Ministry	USA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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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와	디아스포라:
전망과	과제

이강원 목사 Kang Won Lee

들어가는	말
연합감리교단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다.	이미	연합감리교단	자체
가	영국에서	이민을	와서	미국에	정착했고,	지금은	미국	외에	다른	
지역에서	부흥의	물결을	타고	있다.	북미주의	서부	해안에	파도타기
를	할	때	죽어가는	파도를	타는	것보다는	일어나는	파도,	커가는	파
도를	기다리다가	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연합감리교단이	다음	세대
를	위한	목회의	발전과	교회	부흥의	물결을	타기	위해서는	해외지역
총회와	유라시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는	1968년에	감리교회(Methodist	Church)와	독
일	경건주의에	뿌리를	둔	복음주의연합형제교회(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가	통합하면서	창설된	교단으로	웨슬리안	전통에	속
한	교단	중	가장	큰	교단이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종합적이고	전	세계
적(지구적)이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각	나라와	민족	모두에게	복음
을	증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다.	현
재	한국인만	해도	전	세계	194개국에	718만의	디아스포라가	있다.	이
렇게	흩어지게	된	것은	불과	150년이라는	짧은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

1.	세계화와	지역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화의	단점을	‘지역화’(localization)로	
균형을	잡고자	노력한다.	그	결과	지역과	세계의	균형을	잡는	‘글로컬
리즘’이	등장하게	되었다.	개체와	전체를	통합하는	일종의	연합체라	
할	수	있겠다.	선교는	구원의	세계주의라고	본다.	세계화로	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지역에서	어떻게	한인교회로서의	정체성
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	향후	10년	후에	변
화가	더	급속히	올	것이다.	속도가	빠른	변화의	상황에서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역할과	사명의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의	상황
에	처해	있다.	세계화	시대에,	이민자로서	널리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다.	디아스포라로	사는	민족	중에	가장	세계화된	민족	중의	하나가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디아스포라와	코리안	이민자에	대한	역사적	이해
디아스포라의	정의
디아스포라(Diaspora)는	고대	그리스어	dia(너머)와	speiro(씨뿌리다)
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다.	그리스에서는	원래	이주와	식민화를	

뜻했지만,	유대인,	아프리카	흑인	노예,	팔레스타인	등의	경우에는	외
세에	의한	‘강제	집단이주’를	나타낸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처럼	자국
민의	해외	진출이라는	적극적	의미	혹은	강제이주의	정신적	상처(트
라우마)와는	거리가	있는	중립적인	용어로서,	외국에	살면서도	집단
적인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규정하는	말로	많
이	쓰인다.

디아스포라,	세계적인	현상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깊다.	한국	역시	디아스포라의	역
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	이주민들과	난민들로부터	사할린	교포
들,	러시아	연해주에서	스탈린의	강제	추방으로	인해	흩어진	카레이
스키	고려인들,	하와이	사탕수수	이주	노동자들,	멕시코	유카탄의	애
니깽	노동자들,	구한말부터의	인삼장사를	나온	사람들과	샌프란시스
코의	유학생들을	들	수	있다.	역사가	낳은	아픈	과거일	수	있지만,	그
것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현실이었다.	여기서	‘디아스포라’(Diaspora)
의	정의는	조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dislocation)	모든	사람
을	의미하며,	이는	난민(refugee),	이주민(migrant),	외국인	근로자,	유
학생(international	students),	주재원,	상사원을	포함한	전문인들과	국
제	비즈니스맨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	선교
초대	교회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디아스포라	선교가	21세기
에	들어서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종합적이며	또
한	전	지구적이다.	이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각	나라와	각	민족	모
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지니는	주
요	관심	영역이	그렇듯이	첫째로	디아스포라	공동체	세우기(목회),	둘
째로	신앙의	다음	세대	전수(교육),	셋째로	디아스포라의	선교(선교)로	
요약할	수	있다.

선교역사	속에서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는	하나님의	오랜	섭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초창기	선교사들을	위한	전진기지	혹은	지
원	부대의	역할을	한	것을	넘어서	오늘날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자원
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주	한인연합감리교회	역시	교단과	더불어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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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몽골,	중국,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섬기고	있다.	한인	디아
스포라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선교프로그램을	운영하
기,	단기선교	여행에	참여하기,	선교사	지원하기	등을	넘어	서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로	첫째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지리적	위치	때문
이다.	둘째,	오늘날	세계의	변화	때문이다.	특정	한인교회가	전통적으
로	말하는	선교지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세계는	모
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시대(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로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곳에	모여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머무
는	곳이	선교지(mission	at	the	doorstep)라는	인식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성경에서	말하
는	하나님	백성의	존재론적	DNA는	흩어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들
을	통해	그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다.

3.	이민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성경	속에서	이민자들의	삶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성경	속에서	이민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함으로써	이민자로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큰	
축복이고	사명이다.

①	순례자로서의	자아	정체성
성경은	이민자들을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
은	 ‘순례자’(pilgrim)로	이해한다(히브리서	13:14).	이미	성경이	순례
자(pilgrim)	혹은	나그네(sojourner)란	용어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
의하고	있다.

②	주변인으로서의	창조적	자기	정체성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회학적	용
어는	‘주변인’(marginal	people)이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변두리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땅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사일런트	엑소더스(Silent	Exodus)
‘Silent	Exodus’(소리없는	탈출)이란	말은	한인	2세들이	미국	내에서	
한인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보편적인	표현이다.

부모와	함께	한	교회에	다니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일런트	엑소더스’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유로운	대학	생활과	더불어서	
더는	부모의	간섭	아래	생활하지	않겠다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
한	이유는	그들이	갈만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다.	아시안	미국인으로
서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복음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교회가	없
었다는	것이다.

수많은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이	왜	자기	민족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민	교회에	참여하기를	선택하는가?	아시안	이민교회는	교인들이	자
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땅에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본국에	있는	예배	중심의	기능보다는	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
한다.	영적	공동체로서	아시안	이민교회는	삶의	의미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로	돕는다.	영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민자로서의	삶은	도

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기억하게	한다.	특히	성도들은	그들
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을	영적	정체성으로	다음	세대
와	자리매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전한다.

한인교회	E.M.(English	Ministry)의	과도기
1990년대	이민교회는	1세들을	위한	것이고,	2세들은	결국	이민교회
를	떠난다는	예측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30,	40대로	구
성된	2세	한인	다수가	자신의	민족교회	내의	EM으로	돌아가는	현상
을	보게	된다.	2세들의	자녀인	3세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며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에	관해	고민하기	때문이다.	한인	2세들이	몸담았던	한인
교회로	돌아오는	현상을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라고	한다.	
이민교회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부메랑	효과란	경제	용어에도	있지만,	심리학에서는	설득의	심리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Brehm의	심리적	저항	이론에	나오는	말인데,	어
떤	대상에	대해서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위협당하게	되면	그	자
유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가	유발되어	그	자유를	이전보다	훨씬	더	강
렬하게	원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마음백과>	encyclopedia,	2010.

다음	세대를	위한	연대
이민교회에	민족공동체와	신앙공동체를	동시에	겸비하는	다음	세대
를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한민족	정체성과	공동체성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한인	2세들에게	민족적인	유대감을	조성하고	이
민교회가	마치	고향의	어머니	품과	같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
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다음	세대	목회	모델	제시

나오는	말
한인	디아스포라는	선교적	잠재력이	큰	지역에	몰려	있어서	선교	동원
과	지역	선교와	열방	선교가	가능하다.	이미	이민자로서	디아스포라로	
사는	사람들을	선교	동원하고	동력화하는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으며	재외	교포	가운데	선교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많다.	특별
히	타	문화권	적응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부분의	디아스포라는	고급	
인력이	많다.	이미	그	지역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타	인종과	더불어	살
면서	타문화	적응이	아닌	타문화	삶	속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은	선
교사적	훈련을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한인	그리스도
인들을	선교의	자원으로	사용하면	그	힘은	놀라울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세대를	향한	목회	모델은	네트워크	교회이다.	이민	1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교회	개척,	문화	사역,	선교	네트워크,	2세	사역,	현지인	
목회,	비즈니스	선교	등을	통해	다양하게	꿈꿀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의	전문	영역과	일꾼	세우기가	필요하다.	특별히	다문화,	
다민족	사회를	경험하고	그	한복판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청
장년	전문인들은	양쪽	문화의	교량	이음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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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03
5/26		1:30~3:00	&	3:10~4:40	PM

어린이/청소년 사역 활성화 방안 
@	CM	예배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그 어느 세대보다 뜨겁지만, 교회 교육에 관한 관심
은 시들하다. 교회의 미래를 위하고 이민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
해 주기 위해서 한인 교회에서의 2세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무너진 어린
이/청소년 사역을 다시 세우기에 역부족인 상황인 교회들이 많고, 소규모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여건 때문에 제대로 된 어린이/청소년 신앙 교육을 제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인교회 어린이/청소년 사역을 세우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요소
들을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현재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서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여 
제대로 된 어린이/청소년 사역을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강사		남명신 목사 Myeong Shin Nam

산타클라라한인연합감리교회	Director	of	Children’s	Ministry,	Director	
of	educational	ministries	over	20	years,	Adjunct	faculty	in	Bethesda	
University	 of	California.	Asia	Pacific	 Theological	Seminary(M.Div.),	
Biola	University	기독교교육학	박사



한인	교회	어린이/청소년	사역의	장애요소

1.	언어	장벽과	젊은	세대	신자의	감소로	인해	성인	교사의	부족

2.	소규모	교회에서는	재정부담으로	인해	사역	담당자를	구하기	어려움

3.	어린이/청소년	사역에	대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ㆍ	어린이/청소년	사역의	대상은	 	 	 	 	 	 	 	 	 	 	 	 이다.	

ㆍ	어린이/청소년	사역은	 	 	 	 	 	 	 	 	 	 	 	 할	수	있다.	

ㆍ	어린이/청소년	사역은	 	 	 	 	 	 	 	 	 	 	 	 를	위한	사역이다.	

ㆍ	어린이/청소년	사역은	 	 	 	 	 	 	 	 	 	 	 	 이	있어야	한다.	

ㆍ	어린이/청소년	사역은	꼭	 	 	 	 	 	 	 	 	 	 	 	 을	해야한다.	

ㆍ	어린이/청소년	사역은	 	 	 	 	 	 	 	 	 	 	 	 과	별개다.	

어린이/청소년	사역을	세우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

1.	어린이/청소년	사역의	목표

ㆍ	우리	교회	어린이/청소년	사역의	목표

ㆍ	교회	전체	사역	방향과의	일치성

ㆍ	중장기	목표	vs.	단기	목표

2.	어린이/청소년	사역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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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보	가능한	재정,	공간,	시간,	인력	

4.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의	당위성:	꼭	우리	교회에서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인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어린이	사역	교과	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1.	각	예배와	모임의	차별성

ㆍ	주일	모임:	예배와	설교	또는	성경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

ㆍ	주중	모임:	특별	교육	또는	자치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2.	연간	주요	행사나	프로그램:	각	행사나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특수성	고려

ㆍ	Easter

ㆍ	Thanksgiving

ㆍ	Christmas

교사	확보	및	훈련	방법

1.	교사와	학생의	래포가	중요한	경우

2.	교사와	학생의	래포가	덜	중요한	경우

3.		 	 	 	 	 	 	 	 	 	성인을	적극	활용하라.

4.	부족한	성인	교사의	대안으로	 	 	 	 	 	 	 	 	 	 	 	 을	활용하라.

5.	교사모임을	 	 	 	 	 	 	 	 	 	 	 	 하라.

6.	교사	 	 	 	 	 	 	 	 	 	 를	확실하게	하라.

	 우리	교회	 다른	교회	 학교	 지역사회/타기관

Valentine’s	Day	 	 	 	

Easter	 	 	 	

Children’s	Day	 	 	 	

Mother’s	Day	 	 	 	

Father’s	Day	 	 	 	

Graduation	 	 	 	

VBS	 	 	 	

Halloween	 	 	 	

Thanksgiving	 	 	 	

Christmas	 	 	 	

Paren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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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라라	한인연합감리교회	어린이	사역	세우기

1.	진단:	교과	과정,	교육부	인력,	교육	공간	및	기자재,	교육	프로그램과	효율성,	예산과	집행,	본	교회의	특수성(오래된	이민자들,	영어권	부모,	국제결혼	가정)

2.	분위기	전환:	예배실	환경,	예배	포맷,	성경교육교재,	교사	재배치,	사진	전시와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후원	기회	제공으로	어린이	사역	홍보

3.	프로그램	변화

ㆍ	주일	예배	전	활동:	주일	예배	성경	교육	내용과	관련	있는	성경학습지,	craft로	구성,	부족한	교사	대신	어린이	리더	활용

ㆍ	주일	예배:	예배	전	5~10분간	대화를	통해	어린이	케어

ㆍ	주중	모임:	한	달에	한	번	하던	금요일	저녁	프로그램을	어와나로	전환.

ㆍ	연간	행사:	우리	교회에서	꼭	해야	하는	프로그램만	시행하기로	결정

4.	교회와의	연계성	구축

ㆍ	한국학교와	연계하여	우리	교회	어린이	사역	강화

ㆍ	중고등부와	스케줄링	작업을	통해	우리교회	교육부의	이미지	강화

ㆍ	30대로	구성된	여선교회	활동	후원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	증진	및	새신자	정착	강화

5.	학부모와의	관계

ㆍ	학부모	모임과	학부모와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희망	심어주기

ㆍ	카톡을	통해	1~2주에	한	번씩	안내문	발송	및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래포	형성

ㆍ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북클럽	

ㆍ	3040	사역을	통해	온	가족을	위한	친교	행사	마련

6.	사역의	분담과	전문화	계획

ㆍ	어린이	사역	구조조정

ㆍ	주일예배	코디네이터

ㆍ	주일예배	전	활동	코디네이터

ㆍ	어와나	코디네이터

ㆍ	한국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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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역 활성화 방안 
@	소예배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이민 유입이 줄어들면서 미주 한인교회들도 그 연령층이 높
아져 가고 청년들은 점점 교회에 유입되지 않아 결국 교회의 폐쇄는 시간 문제라는 걱
정스러운 현실에 대부분 교회가 고민하고 있다. 평신도 청년사역자로서 사역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체험한 실례를 바탕으로 교회의 청년사역을 향한 교회의 바른 시각, 청년
들의 현실적 요구와 참 필요, 구체적인 사역 방안과 실례,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를 나
누고자 한다.

강사		우진호 권사 Jinho Woo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청년사역부장.	건국대학교	건축과를	졸업
하고	도미하여	일리노이공대(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건축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시카고에서	에벤부룩	건축/디자인	스튜디오와	교
회들의	인쇄/디자인을	돕는	JUBO.US를	운영하고	있다.	1996년부터	시
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를	청년부	일원으로	섬기기	시작하여	다년간	
청년부	담당	목회자를	돕는	청년부	헬퍼로,	그리고	일대일	새가족교육	사
역자로	봉사하였다.	현재는	청년부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평신도	사역자
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왜	청년사역이	필요한가?

1.	청년의	정의(UMC	장정)
ㆍ	청년(Young	Adult):	19~30세(아프리카의	경우	35세까지)
ㆍ	Young	People	=	청소년	Youth(12~18)	+	청년	Young	Adult(19~30)
ㆍ	현재의	밀레니얼	세대

2.	연령별	UMC	교인	현황:	UMC	교인과	미국	인구	연령분포	비교분석
ㆍ	X세대를	기점으로	인구대비	교인	비율이	역전됨	[표1]
ㆍ	20대에	유입된	교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유지됨	[표2]
ㆍ	통계로	본	결론
위의	통계로	볼	때	교인	수의	추세는	40세를	기점으로	나이가	어릴
수록	감소하고	있고	20대에	유입된	교인의	수는	시간이	지나도	자
연도태의	이유	외에는	대체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현재	교인감소의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향후	20년	후	많은	교회의	유지가	어
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는	방법은	지속적인	
20대의	교회	유입에	있기에	청년사역은	향후	교회의	존폐를	결정짓
는	핵심사역일	수밖에	없다.

3.	청년사역의	대상	그룹
①	한어권	청년(유학생	및	1.5세):	유학생과	한국어가	더	편한	1.5세
②	영어권	청년(2세	및	1.5세):	영어가	더	편한	2세	및	1.5세
③	한어권	타인종:	한국어를	배우거나,	사용하는	타인종	청년

4.	청년사역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과	발상의	전환
①	유학생
ㆍ	잠시	있다가	갈	사람들이니	투자할	수	없다는	생각
ㆍ	해외	선교는	왜	하는가?	먼저	우리	교회를	선교지로	삼아라.
ㆍ	어차피	20년	후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욱	전도에	최선

을	다하라!
②	1.5세	및	2세	자녀
ㆍ	많은	관심으로	투자를	하나	부모의	교회에	남지	않는다.
ㆍ	한어권	교회에	부적응
ㆍ	직장을	찾아	타주로	이동
③	한어/영어	중심의	회중에서	시작해서	양쪽	회중의	자연스러운	다양

성과	어울림(예:	시카고제일청년부)

ㆍ	한어,	영어예배를	모두	드리는	청년들
ㆍ	영어권	1.5세가	한국어를	배움
ㆍ	유학생과	현지	청년의	어울림
ㆍ	타인종	청년의	유입

5.	청년사역의	이유
향후	20년	후	교회가	존재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전파의	소명으로	청년사역을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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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는	무엇인가?

1.	청년들의	문제:	소외,	외로움,	의미의	부재
ㆍ	한국	청년층	사망원인	1위는	자살(OECD	중	1위)
ㆍ	청년실업이	장기화하면서	주거와	결혼	문제를	해결되지	못한	청년

들이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면서	극단적인	결심을	하는	경우도	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청년들의	요구:	소속감,	휴식/쉼터,	나눔	공동체

3.	청년들의	필요:	하나님,	말씀,	사랑,	비전

교회가	어떻게	청년사역을	펼쳐	나가야	하는가?

1.	청년사역의	핵심가치
ㆍ	사랑:	보살피는	사랑	→	사랑은	전염된다
ㆍ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	→	말씀은	바로	서게	한다

2.	지속	가능한	청년사역	교회정책
ㆍ	청년	담당	교역자
ㆍ	청년	담당	평신도	사역자
ㆍ	교회의	지원

3.	장기적	비전과	단기	목표의	조화

4.	제자양성	→	자발적	참여와	헌신

5.	기도

6.	SNS	및	웹사이트를	통한	외부와의	소통

청년사역의	구체적인	방안	및	실례들:	
시카고제일청년부(FKYAM)

1.	청년부	비전
ㆍ	사도행전	6:7
ㆍ	전도를	위한	청년부	100

2.	단기사역	목표와	실행
ㆍ	2016년	9월~2017년	5월:	잃은	양	찾기
ㆍ	2017년	6월~2017년	8월:	새	학기	준비

ㆍ	2017년	9월~12월:	제자훈련으로	리더	준비
ㆍ	2018년	1월~3월:	셀	조직,	팀	조직,	주보,	SNS
ㆍ	2018년	4월	이후:	기도회,	트리니티	성경공부,	제자훈련

3.	청년리더
ㆍ	회장단(영성/행정	리더):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총무회계
ㆍ	팀장(실무	운영):	예배,	찬양,	챔버,	새가족,	중보기도,	차량운영
ㆍ	셀장(나눔/보살핌):	다운타운(3셀),	서버브(3셀)

4.	교육
ㆍ	새가족	훈련:	새로	등록한	청년들의	기본	교육(4주)
ㆍ	주중	셀별	모임:	트리니티	교재로	성경	개관을	셀별로	나눔(10주)
ㆍ	주일	말씀	나눔:	매	주일	예배	후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	나눔
ㆍ	제자훈련	모임:	섬김이	훈련(12주)
ㆍ	성경	말씀	질문과	응답:	카톡을	통한	24/7	질문과	응답

5.	돌봄
ㆍ	나눔과	돌봄이	있는	셀	모임(매주)
ㆍ	주일	예배와	말씀	나눔	후	전체	어울림	또는	만찬(1회/월)

6.	기도
ㆍ	중보기도팀:	카톡을	이용한	매일	중보기도
ㆍ	월	2~3회	기도	모임

7.	전도
ㆍ	개별	인도:	70%
ㆍ	웹사이트:	15%
ㆍ	소문:	10%
ㆍ	전도지(전도):	5%

8.	구성원
ㆍ	유학생:	다운타운	거주
ㆍ	1.5세:	교회	근처	서버브
ㆍ	타인종

9.	수련회(봄/가을)
ㆍ	새로	등록한	청년들과의	어울림,	급속한	친화
ㆍ	사랑과	같은	비전의	나눔
ㆍ	2박	3일간	4번의	예배와	2회의	집중	기도	및	찬양,	나눔

10.	차량	운영
ㆍ	1시간을	넘게	차를	타고	오는	청년들
ㆍ	2~3대의	차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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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분

①	자신을	소개합시다.	지역,	교회,	이름을	나눕시다.

②		어떤	기대를	하고	이번	제자대회에	참가했나요?

성경	읽기			1분

마태복음	6:1~8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

느니라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

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	이해			5분

아름다워	보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건강해	보이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의	

아름다움보다	우리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동기의	순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거룩하고	완벽하게	행동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하며,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에서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

리가	외형적으로	완벽하지	못해서	실수가	잦을지라도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운동장에서	경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행위임이	분명합

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속적인	행위가	됩니다.	“사람에

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소그룹 01 | 6:50~7:30 PM 	40분

순수한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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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마음의	동기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면	몰래	숨어서	선행하든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선행을	하든지	전혀	상

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	활동에	참여하라고	알려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남이	보건	안보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부득불	남이	보는	앞에서	선을	행해야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을	잃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

을	나타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극받아	그들도	선을	행하게	된다면	굳이	숨어서	선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남모르게	은밀하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경건의	행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즉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의	행

위를	하지	말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건의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

에게	보이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선행과	경건의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행

동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의도

의	순수성’이	있는	참된	신자가	됩시다.	

함께	나누기			20분

①	하나님은	나의	신앙생활(기도,	찬양,	예배,	헌금,	봉사	등)을	순수하다고	여기실까요?	또	내가	선한	행위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의

식하나요?	사람을	의식하나요?

②	나의	신앙생활과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4분

①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외면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음을	회개합시다.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바라보

는	것보다	사람들을	의식하였음을	회개합시다.

②	우리들의	선행과	신앙생활에서	내면의	순수한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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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분

①	이번	제자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나누어	봅시다.

②		내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어떤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를	나누어	봅시다.

성경	읽기			1분

마태복음	5:13~16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

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	이해			5분

한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토론자로	참여하셨는데	청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큰	충격을	받

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국에	전화를	한	사람은	어느	집사님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간	지	7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

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이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교회와	교인들	때문에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TV를	보면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소개되는데	가만히	보

니	그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기독교인들이	범죄의	주인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희생하며	

살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매번	기독교인들이	그런	대형	스캔들에	연루되어	손에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볼	때	정

말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들의	이중성을	견디지	못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하

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입의	고백과	실제적	삶이	다르지	않은,	언제나	교회	안과	밖이	그대로	연결되는	신앙입

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자라난	믿음이	사회의	구체적	현장에	그대로	연결되는	일관성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개

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로	연결되는	사회적	종교가	됩니다.	

본문	말씀은	이것을	두	가지	예로써	설명합니다.	우선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

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

요한	점을	알려줍니다.	첫째,	교회는	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소그룹 02 | 4:50~6:20 PM 	80분

기독교는	사회적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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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이	대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밟히고,	사업에서	밟히고,	학교에서	밟

히고,	또	세상	사람들의	기본	생각에서	밟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빛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숲속

에서	성냥불을	켠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때	빛이	자신을	스스로	숨길	수	있을까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이라는	것	자체가	어둠과	

반대되기	때문에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불을	켰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불

을	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어둠인데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기들과	별	차이	없는	사람이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불이	꺼져버린	가짜	신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적	종교입니다.	썩어져	가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회적	종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교회의	정체성을	똑바로	압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두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인도됩니다.

함께	나누기			45분

①	예화에서처럼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할까요,	아닐까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②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패와	악을	막는	것입니다.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삶의	모든	현장-가정,	

직장,	관계	속-에서	생각해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9분

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②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	위해	간구

합시다.

③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주변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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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	및	아시아	태평양	언어	자료	개발
목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유
익한	잡지를	발행하고,	아시아	인구의	증가와	아시안	교회의	요구에	따른	자
료를	아시안	언어로	번역	출판합니다.	한국어	자료와	리더십저널,	그리고	아
시안	언어로	분야별	목회	자료를	개발하고	출판하여	연합감리교회의	신학
과	전통에	바탕을	둔	교회	사역과	현실	목회를	잘	접목하는	일은	매우	중요
합니다.	한어	및	아시아	태평양	언어	자료는	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이해
하고	사역에	참여하고	회중개발을	지원하고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인	지도자	훈련
연합감리교회	안에는	15개	아시아	태평양인	그룹이	있습니다.	아시아	태
평양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도	많지만,	언어와	문화,	역사와	전통이	달라
서	교회의	모습도	언어	인종적으로	따로	공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그리고	웨슬리	전통	안에서	연합감리교회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신앙
생활	하지만,	각자의	그룹을	잘	이해하고	끌고	가는	사람은	각	그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그룹의	리더들을	키우고	세워주는	훈련이	필
요하고,	그룹별로	리더를	훈련에	참여시키고	지도자로	세워	소수인종	사
역을	강화해	나가며	동시에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고	세워나갈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교
아시아	태평양인의	뿌리는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	본국에	두고	있어서	그	
연결고리는	계속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가장	방대한	지역으로	훈련
과	워크숍,	네트워크와	이벤트를	통한	지도력	개발과	영적	변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런	도전을	수행하기	위해	Partner	in	Mission은	소수인종	지역	
커뮤니티의	요구에	따른	사역뿐만	아니라	현지	선교사들과	혹은	기독교대
한감리교회	및	아시아	교회들과	협력하며	선교적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현지	지도자를	길러내며	
교회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리더십	훈련을	위한	장학금	지원
한인	및	아시아	태평양계	소수인종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다양한	리더십	훈
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예수님이	소수의	제자를	통
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잘	훈련	받고	준비된	제자를	세움으로	교회
와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금에	참여함
으로	소수인종	리더들의	영향력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WAYS	TO	GIVE
Partner	in	Mission	사역에	동참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개인	체크나	신
용카드를	이용해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후원금은	세금	보
고에서	항목별	공제액을	신청하면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
인으로	기부하길	원하시면	http://PIM.GBODGIVING.ORG에서	직접	기부
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를	보내실	때는	기부금액을	Partner	in	Mission으
로	이슈하고	아래의	UMC	Discipleship	Donations	사서함	주소로	보내	주
시기	바랍니다.

Partner in Mission
UMC Discipleship Donations
P.O. Box 440154
Nashville, TN 37244

CONTACT	INFORMATION
Partner	in	Mission	사역과	후원에	대해	좀	더	알기	원하시면	총회제자사역
부	한인	및	아시아	태평양인	사역	책임자	김광기(David	Kim)	목사	혹은	기
부	서비스	책임자	Ben	Crumbley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Ben Crumbley
Donor Services Manager
(877) 899-2780 Ext. 7061
bcrumbley@upperroom.org

David K. Kim
Director of Korean, Asian American & Pacific Islander Ministries
(877) 899-2780 Ext. 7050
dkim@UMCdiscipleship.org

Partner	In	Mission
한인	및	아시아	태평양인	사역기금
총회제자사역부(Discipleship	Ministries)는	소수인종의	리더십	개발과	교회	성장을	위해	한인	및	아시아	태평양인	사역을	펼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인	및	아시아	태평양인	사역의	강화를	위해	Partner	in	Mission	펀드를	모아	사역의	지경을	넓혀	소
수인종	리더들과	활력	있는	교회를	세우고	연합사역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Partner	in	Mission은	다음의	4개	사역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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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교회연합회

파트너교회연합회는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의	리더십	개발과	성숙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한인연합감리

교회의	부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2년	시작되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미국	전역에서	부흥	성장하는	교회의	목회현장을	직접	찾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는	전국제자대회를	통해	부흥,	발전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목회와	교단의	다양한	프

로그램을	나누어	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을	가진	지도자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파트너교회는	이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회원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로서	정해진	회비를	내고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전국제자대회	장소를	제공하고	파트너교회연합회와	총회제자사역부와	협력해	제자대회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교회의	건강성을	인정받고,	교인들은	전국적인	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도자	훈련을	경

험하게	될	것입니다.	파트너교회연합회는	이런	목적과	배경을	이해하고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리더십	개발과	성숙을	원하는	교회들

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파트너교회연합회	연회비는	교회	예산	50만	불	이하는	$500불,	예산	50만	불	이상	교회는	$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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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ANTA CLARA VALLEY

웨슬리 교육관
Wesley Building

소예배실
Chapel

교회	배치도

소그룹	9
웨슬리	2
Wesley	2

소그룹	10
초등부	예배실	

CM	Chapel

워크숍	3
초등부	예배실	
CM	Chapel

워크숍	4
소예배실
Chapel

소그룹	1
찬양대실
Choir	Room

소그룹	8
Room	8

소그룹	7
Room	7

소그룹	6
Room	6

소그룹	5
Room	5

소그룹	4
Room	4

소그룹	3
Room	3

소그룹	2
Room	2

워크숍	1	&	2
본당

Sanctuary

로즈론 교육관
Roselawn Building

본당
Sanctuary

워크숍	1
UMC	아이덴티티와	개체교회
강영숙	목사	

워크숍	2
한인교회와	디아스포라:	전망과	과제
이강원	목사

워크숍	3
어린이/청소년사역	활성화	방안

남명신	목사

워크숍	4
청년사역	활성화	방안
우진호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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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장소	관련	문의

홍삼열	목사	|	(805)	878-3642	|	samuelhongca@gmail.com

안내와	라이드	관련	문의

송계영	목사	|	(415)	846-9178	|	skyeoung@hotmail.com

관광	관련	문의	

조수현	집사	|	(408)	892-4341	|	shnewworldinc@gmail.com

파트너교회연합회	관련	문의

류재덕	목사	|	(818)	792-0538	|	jaedlew@gmail.com

전국제자대회	관련	문의

김광기	목사	|	(615)	631-6676	|	dkim@UMCdiscipleship.org

사무	행정	문의

김소영	사무장	|	(615)	717-7789	|	skim@UMCdiscipleship.org

강사	이메일	

강영숙	목사	|	youngsook@rmcumc.com

김광기	목사	|	dkim@umcdiscipleship.org

남명신	목사	|	otsenam@gmail.com

우진호	권사	|	jinwoo@ebenbrook.com

이강원	목사	|	kwlcoj@hotmail.com

이은재	교수	|	eunjae64@hanmail.net

정성학	목사	|	21bible@hanmail.net

대회	연락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