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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9 차 나사렛 교단
중앙 위원회에 제출하는
중앙 감독 회의
연례 보고서

2012 년 2 월

“증인이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음”

(“Called To Be Wit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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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기뻐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데살로니가 전서 5:16–18, NIV).

이것이 우리가 그것으로 나사렛 교단 89 차 중앙 위원회의 회의에 여러분을 공식적으로
환영 하고자 하는 정신 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연례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좋은” (“on the record”) 교단의 영적이고 행정적인 리더십의 결산 (accounting) 의
설명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104 년 전에 우리 교단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시작된 이야기의 한 업데이트로
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의 업데이트는 또한 156 개의 세계 지역들에서 200 만
명 이상이 되는 나사렛 사람들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 평신도들, 선교사들, 연회 감독들, 주일 학교 교사들, 부흥사들
(evangelists), 긍휼 사역 지도자들, 기관 목회자들 (chaplains), 그리고 교육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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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기는 2009- 2013 년의 4 년 기간의 세 번째 중앙 위원회 회기 입니다. 우리는 2013 년
2 월에 한 번 더 중앙 위원회를 개최 할 것이고 그것은 6 월에 미국의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개최될 28 차 중앙 총회의 단지 5 개월 전일 것입니다.

중앙 총회를 특징 지어온 “가족적인 분위기” (“family feeling”) 를 계속 유지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것이지만, 제한적인 재정 자원은 우리를 믿음의 국제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모여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중앙 총무와 그의 직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우리의 증가하는
교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교단으로서 두 번째 세기를 맞으며 두 번째 세기의 초기의 해들을 지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 가도록 이끄시며 그 분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 년 전에 미국의 켄터키 주 루이빌에서 중앙 감독 회는 중앙 위원회 내에서의 기도와
격려의 시간을 요청 했습니다. 기도 동역자들이 지정 되었고 정보를 담고 있는 카드가
분배 되었으며 중앙 위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 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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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빌에서 여러분이 그 분에 관한 정보를 받은 그 사람이 4 년 기간의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동역자들 입니다. 미국 캔사스 주의 오벌랜드
파크에서의 (Overland Park) 우리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다시 연결 되었기를 믿습니다.

개인적이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함과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위한 그 분의 뜻을
이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중앙 총무이신 데이빗 윌슨 (David Wilson) 과 그의 행정 디렉터 주디 베이글
(Judy Veigl), 그리고 그들의 직원들인 에게 중앙 위원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체 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들에서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의 뛰어난 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이 헌신된 종들에게 감사하는 일에 저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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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역 센터의 상태 (State of the Global Ministry Center)
(중앙 선교 관심들 [General Mission Interests])

세계 사역 센터는 2011 년에 시계 추가 중앙의 위치를 찾으려 노력하는 한편 양
방향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방향은 세계 사역 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중대하게 감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것은 중앙 감독 회가 루이빌에서 있은 중앙 위원회 기간에 한 계획을 제시 함으로써
시작 했습니다. 그 계획은 2008 년에서 2011 사이에 세계 전도 기금 (WEF) 의 기부의
천만 달러를 감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타잎의 결정을 어렵게 만든 것은 세계 사역 센터의 직원들이 그들의 맡은 일에
있어서 부지런히 일하는 좋고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봉사를 위해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 이었기 때문 입니다.

직원들과 헤어지는 것은, 심지어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 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사역 센터가
직면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 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연회들과, 학교들이 유사한
도전들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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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역 센터의 직원들에 관해 다음의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사역 센터를 섬기는 직원들과 계약 선교사들의 수가 약 40 명이
줄었습니다.



9 월에 국제 주일 학교 및 제자도 사역에 일어난 변화는 두 명의 디렉터의
자리를 없애는 한편 성인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사역의 범위들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사역 센터에 세계 선교 기금에 의해 지원들 받는 전임 사역 자와
동일한 고용은 (WEF-funded “full time equivalency” (FTE) employment) 현재
116 명으로 이는 1988 년 이래로 128 명의 감소를 나타 냅니다.

세계 사역 센터는 재정과 직원들이 관계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중앙 위원회의 실행 위원회와 재정 위원회와 상의
했습니다. 우리의 위원회는 세계 사역 센터의 임원들과 , 디렉터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 일의 계획들을 실행하고, 예산들을 맞추며, 세계 사역 센터와 함께
일 해 주심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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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한 주 (A Week of Miracles)

감사 하게도, 시계 추는 2011 년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그것은 세계 사역 센터가
중앙 위원회가 소유한 자산과 재산들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미국 교회 대부 기금 포트폴리오를 (the USA Church Loan Fund
portfolio ) 웨슬레안 투자 재단 (Wesleyan Investment Foundation) 에 매각 한 것입니다. 그
거래의 결과로 중앙 위원회는 그 대부 포트폴리오를 위해 거의 2 천 7 백 만 달러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중앙 재무가 그 매각 금액의 일부를 세계 사역 센터를 위해 구입한
건축 채권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계 사역 센터는 이제 빚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주님을 찬양 합니다!

중앙 위원회의 투자 위원회의 (the General Board Investment Committee) 자문과 더불어,
실행 위원회는 (The Executive Committee) 잔여 금액을 장기 자산에 (a long-term capital
asset) 투자 하는 것을 승인 했습니다. 이 기금들은 정규 운영 비용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약 8 백 만 달러의 매각금이 현재 중앙 위원회의 승인에 의해서 자산으로서
투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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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기적은 국제 센터와 (the International Center) 연관이 있습니다. 수 개월 간의 협상
끝에, 중앙 재무는 중앙 위원회 대신에 일을 하며 이전의 나사렛 본부를 (다음의 주소:
6401 The Paseo, Kansas City, Missouri, USA) 캔사스 시티 유잉 마리온 카우프만 재단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of Kansas City) 에 매각 했습니다. 매각 가격은 2 백
7 십 만 달러 입니다. 이 수익금 또한 세계 사역 센터의 채무를 상환 하는 데 쓰여
졌습니다.

중앙 위원회의 재정 상황은 이 거래들로 인해 확연하게 좋아 졌습니다; 그러나 수입과
지출은 아직도 조심스러운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해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세계 사역 센터 요약 (Summary)

재정의 시계 추는 2011 년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사역
센터의 목적은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레넥사에 있는 중앙의 리더십과 행정의 지원을
세계 선교 전략과 연결적인 거룩함의 교회를 촉진함에 집중 시키기 (to focus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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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and administrative support in Lenexa on global mission strategy and facilitation of a
connectional holiness church).
약간의 은퇴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지역을 떠난 선교사들이 대체되지 않는 한편,
737 명의 세계 전도 기금에 의해 지원을 받고 계약을 맺은 선교사들에게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앙 감독 회의 높은 우선 사항 입니다.*

새로운 비용 구조는 세계 선교 지구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에 투자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원들을 마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개년의 회의 기간들을 가진 후, 우리는 새로운 세계 사역 센터의 지형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세계 사역 센터는 장정에 의해 교회의 전체적인 선교의 일을 매일 매일 감독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사역 센터는 몇 프로그램들을 교회들과, 연회들, 그리고
지구들에 이전 함으로써 그리고 불 필요 한 것 또는 제대로 궤도를 잡지 못하는 일들을
중단 함으로써 그것이 잘 하는 것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글로벌 미니스트리 태스크 포스의 보고에 대한 반응으로, 중앙감독회는 SDMI 와 NYI 를
세계선교국에 두어 세계선교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중앙감독들은 SDMI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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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I 를 지구 중심화 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개념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는
여전히 중앙 코디네이터를 GMC 안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 감독 회는 또한 다른 웨슬레 주의 거룩함의 교단들 및 협회들과 (Wesleyan-holiness
denominations and fellowships)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09 년의
중앙 총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는 같은 교리를 가진 다른 교단들과 선교와 사역들 위해
동역 관계를 맺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12 월에는 10 개의 믿음의 단체들로 (faith communion) 구성된 세계 웨슬레안 동맹 (a Global
Wesleyan Alliance) 의 창설을 알리기 위한 뉴스가 발표 되었습니다; 나사렛 교단은 창설
멤버 입니다. 그 동맹은 각 교단 또는 믿음 단체들의 정책 결정을 하는 기관의 승인과
동시에 공식적인 것이 됩니다.

세계 사역 센터의 변화들 (Global Ministry Center Transitions)

오늘 저녁에 중앙 위원회는 모두 다 합하면 거의 140 년 간의 세월을 나사렛 교단을 위한
봉사에 투자한 이 르본 훼어뱅크스 (E. LeBron Fairbanks), 루이 이 버슬 (Louie E. Bustle),
그리고 에이치 멜빈 맥컬로 (H. Melvin McCullough) 에게 이별의 말을 전했습니다. 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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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스 박사님은 2008 년 3 월부터 2011 년 9 월 까지 세계 사역 센터에서 교육 커미셔너로
(education commissioner) 섬겼습니다. 세계 사역 센터로 오기 전에 그는 그의 아내 앤
(Anne) 과 함께 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교무 처장으로서, 그리고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나사렛 신학 대학원의 총장으로서 뛰어난 경력을 가졌습니다.

훼어 뱅크스 박사는 또한 미국 오하이오의 마운트 버논에 있는 마운트 버논 나사렛
대학교의 (Mount Vernon Nazarene University) 총장으로 17 년 간을 섬겼고 그의 은퇴와
더불어 그 학교의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명예 총장으로 (president emeritus) 지명
되었습니다.

훼어 뱅크스 박사는 현재 BoardServe.Org 의 설립 디렉터 입니다.

루이 이 버슬은 그의 평생의 나사렛 교단에서의 사역이 월요일의 저녁 회의 시간에
집중 조명 될 것이며 그의 세계 선교 디렉터 로서의 (Global Mission director) (전에는
세계 선교 디렉터로 쓰였었음 [formerly World Mission director]) 17 년 간의 사역을
끝맺게 됩니다. 버슬 박사는 1994 년의 중앙 위원회 회의에서 이 지위에 선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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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지도 하에, 세계 선교 지역들은 1994 년에 110 만 명의 회원들에서 2011 년에 210
만 명의 회원들로 중가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에이치 멜빈 맥컬로에게 작별의 인사를 전합니다. 맥컬로 박사는 목회
사역으로 시작을 해서, 나사렛 교단의 청년 사역의 실행 디렉터로 섬기고 (executive
director of Youth Ministries for the Church of the Nazarene), 워싱턴 태평양 연회의 (the
Washington Pacific District) 연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2004 년에 나사렛 교단 재단의
창립 회장으로 (the inaugural president of the Church of the Nazarene Foundation) 선출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베다니 (오클라호마) 제일 나사렛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맥컬로 박사는 중앙 위원회의 회장으로 8 년간을 섬겼고 연금 위원회에서
19 년을 섬겼습니다.

교회의 상황 (State of the Church)

세계 교회 (A Global Church)

“우리 교단은 교단의 시작부터 국제적인 면모를 가졌습니다. “세계의 사역을 개발 하는
데 있어서, 나사렛 교단은 역사적으로 은혜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임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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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한 나라의 일꾼들의 (national workers) 에너지에 의존해 왔다.”
(장정 역사적 선언 각주, 23 페이지)

그 역사적인 비전은 토착의 증인들이 (indigenous witnesses) 자신들의 자리를 찾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것은 미래의 세대들이 그들 자신의 문화 안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주님과
구주께 인도 받도록 했습니다.

나라에서의 리더십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 전역에 있기 때문에, 나사렛 교단은
선교사들과 자원 봉사자들을 모든 나라가 보내는 나라가 되며 모든 지구가 보내는
지구가 되는 일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만들기 위한 기회들은 풍성 합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는 항상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형성 되는 것 보다 성령님의 운행
하심에 더 의존해 왔습니다. 동시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훈련하며,
새로운 지역들을 유지 하기 위해 재정적인 자원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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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를 위한 기금이 대체적으로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 의존 하고 있는 한편, 브라질, 한국,
그리고 아프리카의 도시 교외 지역들과 같은 더 많은 세계의 지역들이 선교사들을 보내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도우며, 교회를 시작 하는 일에 더 많은 책임을 감당 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기도들과 희생적인 헌금의 결과로, 세계 선교 부는 중앙 위원회에 14 명의
선교사를 파송 할 것과 세 개의 새로운 세계 지역들로 확장 할 것을 권고 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교단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복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 합니다.

진전을 점검 하기 (Tracking Progress)

진전을 측정 하는 것은 교회의 삶의 중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좋은 청지기 정신 입니다.

세계 사역 센터는 통계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 교회들과, 연회들, 그리고 지구들과 긴밀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믿을 만한 보고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의 사역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알고 있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여기에 2011 년 중앙 총무의 보고로부터의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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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 교단의 총 회원 수는 현재 210 만 명입니다— 2010 년에 비해 거의 4 퍼센트
증가이고 10 년 전에 비해 50 퍼센트의 증가이며, 또는 718,500 명의 새로운 회원을
의미 합니다.



전 세계에 27,500 개의 교회들이 있고, 19,250 개가 조직 교회 임.



807 개의 교회들이 지난 해에 조직 됨.



157,000 명의 새로운 나사렛 사람들이 보고되고, 2010 년에 비해 16,200 명의 감소를
나타 냅니다.



2011 년에 세계 전도 기금의 약 95 퍼센트를 제공한 미국의 총 교회 수입은 2008
년에서 2011 년에 놀랍게 1 억 3 백만 달러가 감소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 년 동안
천 만 달러의 세계 전도 기금이 가파르게 감소한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2011 년의 세계 전도 기금 헌금은 삼천 팔백 팔십만 달러 였고, 선교 특별들은
(mission specials) 삼천 백 사십만 달러 였습니다.
o 교회들의 단지 26 퍼센트 이상이 5.5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을 세계 전도 기금의 비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o 추가적인 37 퍼센트의 교회들이 약간의 세계 전도 기금의 헌금을 보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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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7 퍼센트의 교회들이 세계 전도 기금을 전혀 드리지 않는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지구에서 세계 전도 기금을 더 드린 것은 사백 사십만 달러에 이르고
그것은 새로운 지역들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돕는 것과 이미
지역들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존재하는 헌신을 돕기 위해 사용 되고
있습니다.
o 미국/ 캐나다에 있는 연회들 증에서 그들의 세계 전도 기금의 할당의 100
퍼센트에 이르거나 그 이상을 드린 수는 2010 년의 15 개에서 2011 년의 57 개
연회들로 증가 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전도 기금의 늘어난 사용에도 불구하고, 전체 선교의 사역들은 세계
전도 기금을 분배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 하고 있고 동시에 세계의
어떤 지역들 에서는 교회의 드라마틱한 성장을 경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 개의 슬라이드 들은 감소하는 세계 선교 기금과, 지속적인 회원 수 성장,
그리고 국제화 사이에서의 긴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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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뿔 (Horn of Africa)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나사렛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중앙 감독 회의 특권 입니다.
2010 년에 아이티에서 일어난 지진에 이어지는 복구 노력에 추가적으로, 아프리카의 뿔
지역을 위한 나사렛 긍휼 사역의 도움의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 에서는
나사렛 목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포함한 수 천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http://www.ncm.org/africah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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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십만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돈이 아프리카의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한 음식과 의료 돌봄을 제공 하기 위해 드려 졌습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초기 도움을 위해
자비롭게 쏟아 부어 주신 것에 대해 교회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What If?)

마태복음 16 장에 보면 예수 께서는 그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그의
육체의 삶에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인식
하고 있던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가 육체로부터 떠났을 때 그의 나라를 위해
그의 일과 노고를 계속 이어갈 사람이 누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기독교 믿음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신들의
성전에 의해 어지럽게 된 지역에 섰습니다. 그 지역은 황제를 섬기는 것의 본 고장으로 그
땅은 그 신들을 위한 하얀 대리석의 영광으로 가득 찬 지역 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소를 위한 곳인 바로 그 곳에서 이 놀라운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 하기로 결정
하시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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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That I Am?)

우리는 마태 복음 16:13–16 에서 다음을 발견 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샤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을 때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의 대답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떠하냐?’ 그가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 입니까?

칼 에프 에이티 헨리는 (Carl F. H. Henry)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교회에 그것이
존재하게 하는 것의 표지가 됐던 영적인 확신과 생명력의 회복이 없이는,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들 사이에서 심대한 주창자로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리고 나서 17 절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에 응답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왜냐하면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육체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네가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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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나는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늘 나라의 열쇠를 네게 줄 것이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 복음 16:17–19, NIV).

18 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목 하십시오.

•

사실 1: “나의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 입니다.

그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단의 구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 분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교단은 그러한 모으기의 중요한 부분 입니다.

•

사실 2: “내가 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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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교회를 세우는 분이 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조
뒤에 있는 능력 입니다.

(고린도 전서 3:11)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두 가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o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는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신적인
계시.

o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마태 복음 16 장 16 절의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

시실 3: “지옥의 문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지탱되고 연합이 유지 됩니다 (골로새 서 1:17)

그리스도 그 분 자신이 교회를 보호 하십니다.

•

사실 4: “나는 네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 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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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그들에게 제시 함으로써 사람들을 그 나라에 이끄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분 께서는 그 열쇠들과 권위들 뿐만 아니라 그 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 그 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덤에서 그를 일으키신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승천 직전에
말씀하시며 예수 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 위에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행전 1:8, NIV).

일들의 순서에 주목 해 주십시오.

첫 째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의한 증거가 그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본질적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되새겨 줍니다 (에베소서 5:18, NASB).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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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 이유 입니다. 우리의 증거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거룩의 영” 입니다. 거룩한
생활과 성화된 삶은(Holy living and a sanctified life) 오늘 그리고 여기에서 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 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기 때문 입니다. (에스겔 36:26, NIV).

크리스천 증거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합니까?

증거 하는 것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행동하는 방식 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 앞에서 행동하는 방식 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교회들 앞에서 행동하는 방식 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일 학교 반과 소 그룹 앞에서 행동하는 방식 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행동하는 방식 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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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의 증거들에 대한 믿음을 떨어
트립니다.

복음을 나누며 성경적인 거룩함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기도를 요구 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요구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 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매일의 삶을 요구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추종자들을 위한 매일의 가치 있는 목표는 그 혹은 그녀의 증거의 질을
강화 시키는 것입니다.

5 년 전에 나사렛 교단의 선교 선언이 (the Church of the Nazarene Statement of Mission)
개정된 이래로, 중앙 감독들은 나라들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만드는 것을 위한
의식의 자각을 고양 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고,
거룩함의 사람들이고, 선교적인 교단이 되는 우리의 핵심 가치들에 (core values of being
Christian, Holiness, and Missional) 헌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교회의 독특한
증거들을 위한 토대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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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은 개 교회들에서, 우리의 학교들에서, 일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어떻게 그 사명이 개인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2 백 10 만의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에 대해 그렇게 많이 듣는 “나사렛 네트워크” (“Nazarene network”)
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다양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

그 수많은 나사렛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거에 참여하게 되고, “영적인 담대함” 을
보이며 사도 행전에 나타난 것 처럼 그들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

만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들에서 그들의 가정과 이웃들과 공동체와
도시들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대 명령을 위해 그들의 개인적인
책임을 담당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

만약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정신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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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우리들 자신과 같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그 대 명령대로 살았다면
삶이 얼마나 달라 졌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복음 10:27)
•

만약에 개인들이 동기를 부여 받을 뿐만 아니라 개 교회들이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선교와 사명을 실행 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개 교회들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만약에 모든 개 교회들이 그들의 사람들을 담대한 증인들이 되게 하고 헌신적인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도록 동원하고 격려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연히 어떤 교회들이 다른 방법들로 나아가기 위한 “허락” 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나서 당신이 중앙 감독들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 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의 나사렛 교회들은 그들의 공동체들과 연결 하기
위해 벌써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창도들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효과를 보지 못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 가는데 있어서 창의적이 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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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들은 오늘날의 문화에서 새로운 미디어 세대들을 이용하기 위한 그것의 소통을
확장 해야 합니다. (The church has to expand its communication to utilize new media popular
in today’s culture). 이것은 8 억 명 이상의 회원들과 50 퍼센트의 매일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훼이스 북 (Facebook) 그리고, 택스트 메시지 (운전 중에는 사용 하지
않고), 트위터, 그리고 심지어 이 메일과 웹 사이트와 같은 오래된 테크놀로지 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사역들과, 자선 활동, 영적인 성장, 그리고 심지어 예배의 한 행위로
반드시 인정 되어야 할 십일조와 헌금들을 받는 일에 있어서 까지 디지털로 연결된
교회가 되는 것이 가능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 합니다. 훼이스 북의 시대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얼굴을 마주 보는 시간이 (face time) 필요 합니다. 가상의 세계가
개인적인 세계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Do not let the virtual completely replace
the personal).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분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성령님 임을
교회들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의 것들을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중앙 위원회 보고 2012

29



만약에 더 많은 교회들이 바깥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더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일들을 시도 하기 위해 용기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더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평신도를 사역을 위해 준비 시키고 사역
하도록 맡긴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더 많은 우리의 평신도들이 준비 되고 위임을 받은 후에 사역의 새로운
영역들을 탐구하기 위한 창도들을 시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아마도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 주일 학교 반에서 가르치는 것들, 또는 교회
개척에 참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나사렛 교단의 교회들과 연회들이 도시 지역들에서 더 현명하게 사역
하기 위해 세계 웨슬레안 연맹 및 다른 기관들과 협력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더 많은 나사렛 사람들이 다가오는 해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증거를 강화 하기 위한 헌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가장 큰 도시들과 가장 작은 마을들에서, 모든 연령대의 나사렛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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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능력을 입은 증인들로서 간다면, 그리고 제자들을 만드는 일에 관여
된다면 어떨까요?

미국 미조리 주 사르콕시 (Sarcoxie, Missouri, USA)

작년에 저는 미국의 미주리 주 사르콕시에 있는 나사렛 교회의 60 주년 기념 예배에서
설교 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도착 했을 때, 저는 그곳에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다녀온 후에도 저는 그곳에 정말로 동네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나사렛 교회가 있습니다.

웨인 로즈 목사님은 (Wayne Rose) 그 교회의 문을 계속 열기 위해 사르콕시에 간 은퇴한
부흥사 입니다. 약 60 여 명의 사람들이 그 기념 예배에 참석 했습니다. 그 예배는 세 명의
사람으로 구성된 트리오의 특별 음악으로 시작 되었는데 그 트리오의 구성원은 그
목사님과 , 83 세가 된 교회의 피아노 반주자,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그녀의
자매 였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매는 한 구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트리오 후에 또 하나의 재능 있는 그룹이 찬양을 인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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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설교를 하고 나서 예배를 다시 그 목사님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그의
성도들의 증거들을 통해 더 위대한 설교를 제공하고자 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젊은 사람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바로 전 날 미드 아메리카 대학의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은 그 지역 고등학교의 졸업반 학생 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축하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그 젊은이를 교회에 초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첫 번 째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 그의 친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
친구는 그의 여자 친구를 교회로 초대 했습니다. 그 여자 친구는 그녀의 어머니와 두
남매를 불렀습니다. 그 엄마는 그녀의 자매를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초대 했습니다. 그
자매는 다른 친구를 초대 했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회중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의
초대의 씨앗으로부터 11 명의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느낌을 갖는 시간
이었습니다 (This had a New Testament feel to it).

우리는 칭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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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한 가족을 앞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침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다른 가족에 의해서 초대를 받고 다른
가족을 초대한 다른 가족에 의해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사르콕시 나사렛 교회가 작년에는 평균 10 명 이하의 사람들이 출석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현재 평균 출석은 약 60 여명 선입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햄버거를 구운 사람이 이 간증을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습관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의 일하는 곳을
방문하기 시작 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이 신사는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사르콕시를 떠날 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 하셨습니다, “데이빗, 작게 보이는 것을 과소

평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공동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영혼들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중앙 위원회 보고 2012

33

왜요? 왜냐하면 신실한 증거들 때문 입니다. .

예수님을 높이기 (Lifting Up Jesus)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창조적으로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소통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은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들림을 받으면 (lifted up),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요한 복음 12:32, KJV).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여 드려야 (lift up)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들이 아닙니다.

겸손과 거룩한 삶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은 세상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은 우리의 얼굴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이 사르콕시
교회의 목사님의 얼굴을 볼 때 그랬던 것 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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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조리의 작은 마을에서 배운 것 처럼, 우리의 미래는 27,500 개의 개 교회들에
있는 210 만의 사람들이 그 분의 일을 계속 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종종 한 번에 한
대화로 반응하는 방식에 의해 만들어져 가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미조리에서,
아프리카에서, 브라질에서, 인디아에서,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간단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소서.우리에게 당신의 길들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명령들에 순종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다른
사람들을 향한 무조건 적인 사랑으로 채워 주소서. 내일은 우리가 오늘 그랬던 것 보다 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소서.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날들 속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 하소서. 아멘.

존경 스럽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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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그레이브즈에 의해 준비되고 제출 됨.

각주:
*2011 의 연례 중앙 위원회는 자원 봉사자들을 포함 하는 선교사 직원들을 계약 함. 출처: 세계 선교 (Global
Mission)
*장정 역사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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