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웨슬리 운동의 열정을 다시 꿈꾸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하나님은 감리교인으로 불리우는 우리에게 새 날을 꿈꾸도록 부르십니다. 믿음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위에 세워진 우리는 성령께서 감리교 운동을 새롭게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신 “이 땅을 개혁하고 온 땅에 성서적 거룩함을 전파하라”는 소명을 

다시 다짐합니다. 미국 내 모든 지역총회와 세 개의 해외 지역총회에 소속된 감독, 목회자, 평신도, 

남성과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안, 카리브계, 백인, 그리고 히스패닉인 으로 구성된 우리는 새 

전통주의 감리교회의 미래와 그 비전을 확장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통주의 입장을 

가지고 연합감리교회의 개혁을 추구해온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Good News, Confessing 

Movement, the Institute of Religion and Democracy/UM Action 에 참여해온 이들과 더불어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여러 감독, 목회자, 평신도들이 함께 모인 것 입니다. 

우리는 교단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the Protocol) 정신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2020 년 

교단총회를 준비하는 많은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 연합감리교회 교단총회에서 the Protocol 

- 교단분리 입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낼 것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영감,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진리, 갱신과 성화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새롭고 세계적인 감리교/ 글로벌 웨슬리 

운동을 다시 시작할 의지를 모았습니다 

우리는 감리교 운동이 지금까지 지켜온 복음의 중심 교리, 신앙윤리와 선교사명을 기반으로 한 이 

언약에 함께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는 언약공동체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연대성 connection 속에서 

웨슬리가 가르쳐 준 대로 서로 책임지고, 사랑하며, 권면하는 신앙 공동체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높은 부르심을 기억하며, 서로 책임있게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적인 글로벌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 인종과 나라의 남성과 여성들이 

목회자로 세워지며, 교단 리더십의 모든 분야에 참여하고, 함께 기쁨으로 사역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00 년 동안 실천적으로 검증되어 온 웨슬리 사중은혜의 운동, 긍휼, 그리고 

뜨겁고 인격적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 열정적인 

체험을 함께 나눌 것 입니다. 우리는 제자도, 거룩함, 섬김과 자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헌신 

속에서 앞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교단의 사명과 문화 

•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에 

어떤 다른 일보다 이 일이 중요합니다.   

•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로 인도하고, 환영하며, 

포용합니다  

•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평생 예수 제자로 사는 한 목표를 지니고 함께 살아갑니다 

•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새롭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합니다 

• 우리는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에 깊이 헌신합니다  

• 우리는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균형잡힌 웨슬리 전통의 영성훈련을 통해 개인의 성결과 

사회적 성결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서로 교제하며 책임감을 

나누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비와 정의의 사역이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인종차별주의, 민족분리주의, 불의한 경제구조, 여성에 대한 억압, 다른 중독과 유사한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사역이 그런 사역들입니다.    

•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세워지는 일은 건강한 개체교회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공동 사역을 통해 여러 규모의 교회들이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연대합니다.  

• 우리의 개체교회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며, 전도, 

청소년과 청장년 사역, 전 세계적인 선교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 우리는 새 교회 개척, 기존 교회의 재활성화 및 사도적 사역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것입니다.  

• 성령께 지속적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교단조직은 단순하고 민첩하며, 관료주의적 교단의 모습을 

극복할 것입니다.  

• 새 교단은 교단조직 중심이 아닌 신앙운동 중심입니다.   

• 새 교단은 교리, 교단 구조 및 교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한 세계적 운동이 될 것입니다.  

• 우리는 전 세계의 다른 감리교회 및 기독교 단체와 더 깊은 연합과 협력사역을 추진합니다.  



•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희망을 나누는 새 교단을 세워, 미래를 향한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중심이 되는 교리적 믿음 - 신앙고백  

•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 분명한 성서적 세계관 

•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를 주님, 구원자로 고백하는 분명한 기독론이 있습니다.   

•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며, 조건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 교회가 역사적으로 고백해온 신앙고백(특히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은 기독교 신앙전통에서 매우 

신뢰할 만한 신앙고백이자 요약입니다.  

• 웨슬리의 사중은혜 (선행-확신-칭의-성화)에 기반하여, 그 은혜로 세워지고, 증거하고, 본을 보이는 

이들이 감리교인입니다.   

• 오늘도 교회의 사역과 우리들의 삶 속에 선한 생명의 역사를 이끄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믿습니다.   

• 기독교 결혼의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것입니다.   

• 감리교회의 교리, 선교, 제자화 사역은 목회자와 감독들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 우리는 웨슬리 신앙고백과 교리의 표준에 복종합니다: 종교강령, 신앙고백, 표준설교, 신약주해  

 

교회의 조직   

• 교단의 정체성은 글로벌/세계적인 연대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 교단총회의 역할:  

 o 교리적 고백, 사회적 증언, 교회/교단의 연대성과 조직 질서에 대한 책임   

 o 세계적 선교정책을 균형있게 조정  

 o 목회자 자격, 교육, 안수과정에 대한 기준을 제정   

 o 재정 자원과 모범적인 사역을 공유  



 o 총회본부를 최소화, 사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선교 정책을 통해 여러 자원을 세계적으로 

공유하며, 개체교회 사역 강화를 돕는 것이 총회와 교단이 해야 할 일.    

 o 개체교회, 지방회, 지역 연회가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쌍방향 

인적, 은사, 자원 교류를 촉진, 현재의 선교책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앞으로 사역을 확대.   

 o 필요한 경우, 사역과 선교를 위해 분리후연합감리교회(Post-Separation UMC) 와 협력.  

 o 교단분리 과정기간 중 글로벌 사역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 교단구조를 마련.  

 o 새 교단은 감독의 책임성이 분명한 구조가 될 것.   

 o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포함한 균형잡힌 지역구조를 총회 아래에 설치.    

 • 새 교단 내 지역구조(지역총회)의 역할: 

 o 교단의 헌법 - 장정 제정은 교단총회, 지역총회 구조는 장정을 수정할 수 없고 적용하는 단위   

 o 감독선출 및 배치  

o 감독에 대한 일차적 책임 구조  

 o 지역 내 선교사역 조정  

 o 재정 자원과 모범적인 사역 공유  

• 지역연회의 역할:  

o 배움, 예배, 감동을 나누는 지역 연회  

o 개체교회 사역을 돕기 위한 평신도, 목회자의 개발, 훈련, 자격기준, 배치  

 o 현재 허가받은 본처목사로 사역하는 이들은 목회사역의 동등한 파트너로, 정회원 목사 

안수과정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며, 본처목사 문제에 대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    

 o 효율적인 선교를 위한 개체교회 지원  

 o 재정 자원과 모범적인 사역 공유  

 o 지역 내 선교사역 조직 및 관리   

 o 지역연회를 통한 목회자 연금 및 다른 혜택을 전 세계적으로 제공.   

• 개체교회의 역할:   



 o 개체교회는 교단/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 

 o 개체교회의 상황에 맞는 교회조직 가능, 의무사항은 최소화.   

 o 모든 개체교회는 기쁘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 사역이 가장 중요  

• 새 감독제의 특징:   

 o 감독은 한번 12 년 임기(6 년 단위 사이클)로 선출, 종신직이 아님.  

o 글로벌 감독회는 현직 감독으로 구성 – 은퇴감독은 참여하지 않음.    

o 감독은 지역총회 구조에서 선출, 배치. 그 지역에서 감독직을 수행, 감독직무에 대한 

책임성은 글로벌 감독회를 통해 이루어짐.   

 o 감독의 목회자 순회 파송은 목회자와 개체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 또한 여성과 

소수인종 목회자 파송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  

 

우리의 언약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맺은 것 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의 교리적 표준, 신앙고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선포하고, 입으로 가르치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신앙고백은 다시 새롭게 되는 것 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제자로 보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세상에서 부름 받아,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거룩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전통주의 감리교회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교회답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여기 생명의 씨앗이 담긴 교회가 주의 교회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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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ynoldsburg UMC, Reynoldsburg, OH  
Chair, WCA Global Council, West Ohio Annual Conference  
  
Rev. Jay Hanson 
Pastor, The Chapel UMC, Brunswick, GA  
South Georgia Annual Conference  
  
Rev. Eric Huffman  
Lead Pastor, The Story, Houston, TX  
Texas Annual Conference  
  
Rev. Thomas A. Lambrecht 
Vice President, Good News, Spring, TX  
Wisconsin Annual Conference  
  
Rev. Jae Duk Lew  
Senior Pastor, Valley Korean UMC, Granada Hills, CA 
California-Pacific Annual Conference  
  
John Lomperis   
Director of UM Action, Portland, OR  
Indiana Annual Conference  
  
Rev. Dr. Ken Loyer, Lead Pastor,  
Spry Church, York, PA  
Susquehanna Annual Conference  
  
Rev. Carolyn Moore, Lead Pastor,  
Mosaic Church, Evans, GA  
North Georgia Annual Conference  
  
Rev. Martin Nicholas, Lead Pastor,  
First UMC, Sugarland, TX  
President, UMAction, Texas Annual Conference  
  
Rev. Rob Renfroe, Pastor of Discipleship,  
The Woodlands UMC, The Woodlands, TX  
President, Good News, Texas Annual Conference  
  
Rev. Steven Taylor, Pastor,  
Panama, UMC, Panama, NY  
Upper New York Annual Conference  
  
Mark Tooley, President,  
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 Washington, DC   
Virginia Annual Conf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