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 교단
제 88 차 중앙 위원회를 위한
중앙 감독회
연례 보고서
2011 년 2 월

“우리의 선교 연결 ( Our Mission Connexion)”
중앙 감독회를 대신하여 저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나사렛 교단의 제 88 차
중앙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미국 캔터키의 루이빌에
안전하게 오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 몇 분들은 M11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찍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나사렛 세계의
(Nazarene world) 모든 지구에서 (from all regions) 오신 주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어서 좋았습니다.
우리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1908 년 이후부터 다음 중앙 총회의 일부분이 된
휴회된 회의를 제외하고는 중앙 위원회가 미국 미조리 주의 캔자스 시티 밖에서 열린 것은
세 번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교단의 상태를 살펴볼 때, 중앙 위원회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께 감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사님들, 연회 감독들, 연회 총무들,

선교사들, 전도자들, 교목들, 대학의 총장들, 세계 선교 팀, 지구 조정관들, 그리고 현장
전략 코디네이터에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앙 감독으로서 저의 역할을 생각할 때, 저는 제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하기 위해
제가 얼마나 저를 돕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사역 센터에 있는 우리의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행사가 이루어 지게 하기 위해 일한 그 뛰어난 방법으로
인해 중앙 총무이신 데이빗 윌슨과 그의 직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중앙 위원회의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헌신적인 종들에게 사의를 표하는 일에 저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 년 돌아보기 (Review of 2010)
2010 년에 나사렛 교단은 정회원과 준회원 수 2 백만의 표지를 달성 했습니다.
새로운 나사렛 교인의 수가 173,204 명으로 최고 기록이며 이는 2009 년에 비해 4.55
퍼센트의 회원 수 성장을 의미합니다. 2010 년 단지 세계의 20 퍼센트의 지역에서 96
퍼센트의 새로운 회원들의 증가를 이루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합니다.
지난 해는 교회들을 조직 하는데 있어서도 또한 사상 최고의 해였습니다. 지난
4 년간 매 해에 교단은 세계적으로 1000 개 이상의 교회를 조직 했습니다. 올해의 총
1,327 교회는 2009 년의 신기록에 149 개를 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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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가 나사렛 교단을 통하여 하시고 있는 위대한
일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성과들 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들을 인하여 그
분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기뻐할 시간인 한편—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 이정표로 인해
기뻐합니다—다른 한편으로 지금은 묵상을 위한 순간입니다. 너무 빨리 진행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의 중요성을 감소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것들은 단지 보고서의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나사렛 교단을
자신들의 “집(home )” 이라고 부르는 156 개국의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2 백만의 개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디언들 입니다. 독일인들 입니다. 러시아인들 입니다. 한국인들 입니다.
태국인들 입니다. 아르헨티나인들 입니다. 푸에르토 리코 사람들 입니다. 과테말라
사람들 입니다. 미국인들 입니다. 캐나다 사람들입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 입니다. 남
아프리카 사람들 입니다. 케이프 베르디안 사람들 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
입니다.
그들은 선생님들 입니다. 건설 근로자들 입니다. 트럭 운전사들 입니다. 삼륜
택시 기사들 입니다. 정부의 대표자들 입니다. 사업 소유주들 입니다. 학생들 입니다.
예술가들 입니다. 음악가들 입니다. 상점의 직원들 입니다. 군대의 사람들 입니다. 가정
주부들 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 입니다.
그들은 농부들 입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 입니다. 화학자들 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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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식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넉넉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간 영역에 있습니다. 그들은 개발된 그리고 개발 중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모든 나이 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교단이라 불리는 이러한 다양한 태피스트리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각각의
개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1–4, 개역 개정).
교회를 확장하는 것은 나라들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만드는 교회의
사역의 책임 또한 증가 시킵니다. 사람들은 단지 회원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과 동화 (assimilation) 와 준비시키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회원으로서의 일은
교회의 효율성의 진정한 척도일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나사렛 사람들의 수는 실제적으로 총 회원 수 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옳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중요 합니다.
우리가 회원 수 2 백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 답의
일 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항상 “하나님의 비밀들” 중에 남아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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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그의 첫 편지에서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 전서 3:6, 개역 개정).
100 여 년 이상 동안 개 교회, 연회, 교육의, 그리고 중앙의 관심들은 성령님에
의해 강화되어 우리의 주변의 영적 그리고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함께 모여
졌습니다. 그러나 그 분의 교회를 자라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1908 년, 미국의 텍사스의 파일럿 포인트에서의 (Pilot Point) 합명 당시 나사렛
교단은 11 개 연회의 228 개의 교회에 10,034 명의 회원과 21 명의 선교사를 보유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교회는 거의 모든 기준에서 볼 때 젊고 “우리의 신앙의
대표”인 26,353 개의 개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그리고 선교적인 발자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삶의 중요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위대한 추수를 위해 그들의 삶과
함께 한 부분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순교자들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대부분의 이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대담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 장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그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핍박 받은 교회의 한 부분이고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불어 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후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다른 부분으로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일을 시작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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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불려 졌습니다. 선교사들이 보내 졌습니다. 사람들은 온전 성결의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들은 세워 졌습니다. 학교들이 세워 졌습니다. 의료 시설들이
긍휼 사역 센터와 함께 설립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도 그것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계획을 “선교 연결 (mission connexion)”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커뮤니케이션과 책임의 조직된 시스템의 필요를 인식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결 (conne x ion)” 이라고 부른 것을 개발 했습니다. 그것의 중심 생각은 그 어떤
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었습니다. 한 특정한 지역에서의
하나님의 운동들이 실제로 단지 한 부분이 아닌 몸 전체를 나타냅니다.
순종과, 기도, 성령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협력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오늘날 있는 그 곳으로 왔는가를 설명합니다. 이 본질들이 미래에도 같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방 안에 대표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 하십니다.

선교 자금 마련하기 ( Funding the Mission)
나사렛 교단의 중앙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들과 교육 기관들과, 그리고
세계 선교 센터를 포함하는 나사렛 교단의 일반적인 관심은 재정적인 지원을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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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투명성을 위해서 중앙 감독회는 공식 영수증 보고서를 온라인에 올리는
것을 승인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세계 선교 기금과 (the World Evangelism Fund
(WEF)) 선교 특별들을 (mission specials) 위해 쓰여진 합계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다음의 웹 사이트 http://www.nazarene.org/ministries/NFS/display.aspx 에서
헌금 영수증 업데이트 링크를 (Giving Receipts Update link) 클릭 함으로서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수입에 근거한 산출 방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더 큰 월간 변화는 중앙 재무의
사무실이 수입과 경비를 유지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세계 선교 센터는 새로운 날을 맞고 있습니다.
2010 년에 세계 선교 기금에 드려진 액수는 2009 년에 비해 백 팔십만 달러가
감소한 4 천 5 백 20 만 달러 입니다. 선교 특별들은 (Mission specials) 2009 년에 비해 4 백
90 만 달러가 감소한 2 천 6 백 80 십 만 달러가 헌금 되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 불황으로
인한 삼중 효과가 교회의 일반적인 관심들에서 아직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센터가 아직 세계 선교 기금을 위한 헌금의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해에 중앙 감독회는 2010 세계 선교 기금 플러스/ 도전을 (WEF
PLUS/Challenge 2010) 시작 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타격과 예산 조성의 변화로
인한 수입의 손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로 6 백만 달러를 교회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2011 년 1 월 말 현재 세계 선교 기금 플러스는 1,203,828 달러를 모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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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액수는 원래의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인 한편, 그것은 그들의 교회와
사명을 깊이 믿는 나사렛 사람들의 희생적이고 자애로운 헌금의 다른 면을 보여 줍니다.
세계 선교 기금과 세계 선교 기금 플러스 그리고 선교 특별을 위해 헌금한 모든 분들께
우리는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을 포함해서 세계 사역 센터와 지구의 사무실들이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앙 감독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 Regional) 변화들
2010 년의 중앙 위원회 이후, 중앙 감독회는 카리브해 지구의 담당을 J. K.
War r ick 에서 저에게로 (유지니오 두알트, Euginio Duar te ) 이관하는 재 정비를
끝냈습니다. 이것은 저의 계속적인 담당 지구인 멕시코 및 중앙 아메리카 지구 (MAC)
에 더해 진 것입니다. 멕시코 및 중앙 아메리카 지구 조정관인 카를로스 샌즈 (Carlos
Saenz) 는 추가적으로 카리브해 지구의 임시 지구 조정관으로 섬기도록 지명 되었습니다.
1994 년 이래 카리브해의 지구 조정관으로 섬겨온 존 스미 (John Smee) 는 2010 년 6 월
30 일에 사퇴 했습니다.
두 지구 모두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새 지구를 만드는 일의 다른 면들을
분석 했습니다. 선교적, 재정적,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인 사실들에 근거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된 사항들에 주의하며, 세계 선교 국장과 카리브해와 멕시코
및 중앙 아메리카 지구의 지구 조정관은 위원회의 일을 중앙 감독회에 제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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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존재하는 카리브해와 멕시코 및 중앙 아메리카 지구들로부터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것을 권고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새로운 지역에 지구 센터를
세우는 것과 존재하는 현장들을 인정하는 것에 관계될 것입니다.
샌즈 (Saenz) 박사는 모든 승인이 끝나는 대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 두
지구가 하나로 일하는 방식을 가져오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위원회에
그 두 지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4 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 지구 중 한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비를 없애 줄 것입니다. 카리브해
지구와 멕시코 및 중앙 아메리카 지구를 재 정비 하는 것은 또한 중앙 감독회의 의장이
그 혹은 그녀의 2 년간의 그 직무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미국 밖 지역의 담당 책임이
없이 세계 사역 센터와 나사렛 출판사와 더불어 한 담당만 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2010 년의 중앙 위원회의 결정에 부합하여, 새로운 세계 선교 지구를 만드는
제안은 2011 년 2 월 28 일 월요일의 중앙 위원회 앞에 올 최후의 결정을 위해 지지를
제공합니다.

세계 사역 센터 (Global Ministry Center)
미국의 테네시 주 내쉬빌 출신의 레슬리 할트 (Leslie Hart) 가 린다 볼드먼 (Lynda
Boardman)의 은퇴를 이어 2010 년에 어린이 사역 디렉터로 선출 되었습니다. 할트
목사님은 어린이 프로그래밍을 위해 뛰어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국제 주일 학교
및 제자도 사역 국장인 우디 스티븐스에게 (Woodie Stevens) 직접 보고 합니다.
중앙 감독회는 2009 년 중앙 위원회에 의해 승인 된 교회와 그들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의 커뮤니케이션 노력들을 만들기 위해 또 하나의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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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들 (6 번) (White Paper recommendations (Number 6))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앙
감독회는 이 책임을 갖추기 위해 내부 커뮤니케이션 기관을 (internal communications
agency (ICA)) 만드는 것을 승인 했습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 기관은 세계 사역 센터의
존재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 감독회의 지시와 중앙 총무의 지시를 받습니다.

상호 연결된 교회 (An Interconnected Church)
하나의 조직의 삶에는 세 개의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 째는 “의존” 입니다.
두 번 째는 “독립” 입니다. 그리고 세 번 째이자 가장 중요한 “상호 의존” 입니다.
장정에 (200 조) 표현된 가치인 상호의존은 관계의 가장 건강한 유형 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몸으로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중요한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연결된 것 이상 입니다. 그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연결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한 선 보다 더 강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공동 유대의 (common bond) 근원 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명확 합니다—우리의 주요한 관계, 교제, 그리고
연결은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제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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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 복음 15:1- 5, 개역 개정).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우리의 출발점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나 옳은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
이루어 집니다. 강하고 건강한 관계들에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은 성령님의
지도력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 복음 14:16–17, 개역
개정판).
“불가능 합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의 사역을 계속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그리고 그가 한 것 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라는—구절을
읽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보여지는 반응입니다 (요한 복음 14:12).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승천 후에 보내진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더 깊은 수준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전 사역 동안의
기록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함으로써 회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몇 배로 배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교회 내에서의 상호 연결됨의 몇 개의 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함께 일함으로써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할 것을 권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나사렛 사람들의 방법을 강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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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뿌리 솔선들 ( Grass Roots Initiatives)
우리의 교단적인 선교 시스템은 독특합니다. 그것은 적절한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통하여 움직일 수 있는 개인들과 그룹의 솔선들을 허용합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유지할 수 있는 몇 몇 아이디어들은 존재하는 필요들에 나사렛 사람들이
반응할 때 교회의 풀 뿌리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옥합 헌금은 이것의 좋은 예 입니다
1972 년의 중앙 국제 나사렛 선교회 대회 중에, 미국 오하이오 주 중부 의 폴
개멀츠펠더 (Paul Gamertsfelder) 는 선교를 수행 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관될 것을 과제로
받았습니다. 1974 년 1 월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중인 사람들 (Men in Missions)” 팀이
조직되고 파나마로 갔습니다. 그 여행에서, 건물들을 위한 굉장한 필요의 자각이
생겨났습니다. 그 팀은 선교 현장들에서 건물들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보내기
위한 생각을 전파하기 위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선교중인 사람들” (Men in Missions) 이라
불린 그것은 1984 년에 공식적으로 “사역과 증거” (Work and Witness) 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역과 증거는 세계의 모든 모퉁이에서 문자적으로 선교의 얼굴을 바꾼
사역입니다. 매 해마다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온 교회들이 참여 합니다. 190,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건물 프로젝트를 위해 미화로 수백만 달러의 돈을
모금하는데 관여 되어 왔습니다.

교육과 선교 (Education and Mission)
나사렛 교단의 디엔에이는 (DNA) 강력한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은 35 개 국에 54 개의 학교들을 보유하고 있고, 교육을 선교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시스템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것들은 인문학과, 신학 대학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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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eminaries), 신학교들과 대학들 (theological schools and colleges), 학부과정
신학교들 (undergraduate seminaries), 증서와 졸업증서 성경 대학들 (certificate and diploma
Bible colleges) 그리고 전문화된 훈련학교들 (specialized training schools)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교육 기관들은 목사들과 선교사들, 전도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교육 시키기 위해서 국경과 문화를 가로질러 더욱 더 일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노력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교회의 사명을
진전 시키는 일을 돕고자 하는 교육자들 간의 열정에 의해 움직여 집니다.
교회의 교리와 정체를 가르치는 일은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 같이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들에서 더 큰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선교사들 (Missionaries from Korea)
한국 연회의 개 교회들은 수년 동안 세계의 다른 지역들로 선교사들을 파송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병행적인 선교사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지는 않고 대신에 이미
존재하는 구조에 공급하는 것을 추구 합니다. 나사렛 교단의 세계 선교 사무실은 선교
전략과 책임을 공급 합니다.
현재 29 명의 한국 출신 나사렛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태평양과
유라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구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 중 거의 50
퍼센트의 사람들이 창의적인 접근의 나라들에 (creative access countries) 있고 약간의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 부부와 몇 몇 다른 지구의
선교사 부부들을 제외하고 이 선교사들의 지원은 주로 한국 연회로부터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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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 해 동안 세계의
다양한 지역들에서 이러한 종류의 선교사를 보내는 솔선은 증대될 것입니다.

긍휼 사역들 ( Compassionate Ministries)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나사렛 교단에서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필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그리스도를 닮기의 부분 입니다. 이러한 관심의 가장
최근의 예는 약 13 개월 전 20 만 명의 목숨을 빼앗고 백만 명의 사람들의 거처를
빼앗은 아이티의 지진 이후의 사역 입니다.
지진이 일어 났을 때 그 곳에 있었던 중앙 감독인 J. K. 워릭은 최근에 아이티의
상황에 관한 업데이트를 출판 했습니다. 워릭 박사는 나사렛 긍휼 사역이 분배해온 것을
보고 했습니다:
• 425,000 파운드 이상의 음식.
• 8,000 비상 대처 키트.
• 50,000 파운드의 물
• 20,000 파운드의 발전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구조 용품들.
• 50,000 의 의료 용품들 그리고 어린이 비타민들 (나사렛 의료 병원과 모바일
의료 자원 팀들을 통하여).
아이티의 11 개 연회들 전역에서, 4,000 이상의 가족들이 음식과 물 그리고 위생
키트를 나사렛 분배 사역을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75 개 이상의 구체적인 공동체에
있는 가족들을 포함 합니다. 다음 단계의 사역은 더욱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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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 사람들은 이 경제적 부담의 시기에도 알려진 필요에 미화로 4 백 6 십만
달러 이상을 주며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사렛 긍휼 사역에 의하면 아이티에
기부한 것은 나사렛 긍휼 사역 사상 세계 교회로부터 보여진 가장 너그러운 반응
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재앙과 비슷하게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와
브라질에서 홍수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났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에도
반응할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보내진 교회 ( A Sent Church)
다른 하나의 상호 의존의 예가 미국의 북 캘리포니아 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연회 감독인 존 칼혼은 (John Calhoun) 연회에 교회들에서 사역하는 20 개의 다른
나라들에서 온 79 명의 안수 목사와 인정 전도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믿음에 근거한 그룹들에서 목사들을 (pastors from other faith-based groups)
찾기 보다는, 칼혼 박사는 웨슬레안 거룩의 전통의 배경을 갖고 있고 그 전통에서
훈련을 받은 개인들을 찾기 위해 선교의 나사렛 시스템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역할 ( Role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은 여러 면에 있어서 축복 받은 나라 입니다. 현재 힘든 경제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일에 자상하게 지원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눠 주는 것은 절대 부유한 사람들의 배타적 영역의 일이 아니어 왔습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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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많은 부분을 자선을 위해 나눠주는 미국의 대부분의 그룹들은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 입니다.
2009 년 미국 인들은 3 천 억 달러를 자선 기관에 기부 했습니다. 이 액수는 휴대
전화와 아이파드 (iPods) 그리고 DVD 플레이어 등의 소비자 전자기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액수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 입니다.

1

교회의 이른 시기부터 미국의 나사렛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며, 복음을
나누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 가라는 부르심에 응답해 왔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와,
제자 삼기, 긍휼, 그리고 고등 교육을 돕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2010 년에
미국의 교회는 4 천 2 백 7 십만 달러를 세계 선교 기금에 헌금하고 천 9 백 4 십만
달러를 선교 특별을 위해 드렸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우리의 세계 연결들을 위해 중요한 부분 이며 여기에서는 그들의
재정적 지원의 수준으로 인해 예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부르심은 동등한
드림이 아니라 동등한 희생을 위한 것입니다. 대신에,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여기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회원 수의 성장이 변동을 보이지 않는 10 여
년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이기적이지 않은 드림의 정신이 계속 되었기 때문 입니다.

번역의 선물 ( Gift of Translation)
공통의 언어들과, 용어들과, 이해가 없이 어떻게 세계의 교회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능 할까요? “국제 성결 공유 (international holiness communion)” 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과된 요소는 아마도 번역 일 것입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나사렛 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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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함에 관한 문서들을 가능한 한 많은 언어들로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겨
왔습니다.
이 것은 출판에 관계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결정 입니다.
테크놀로지는 나사렛의 출판을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만드는 일을 위한
새로운 수준의 기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세계 나사렛 출판사들은 대개 세계 선교 기금의 도움으로 310 권의 새
책들을 이 숫자에 포함된 60 개의 언어로 출간 했습니다. 이것은 평균 매 주 여섯 권의
책을 출판한 것을 의미 합니다. 2010 년에 7 개의 새로운 언어들이 추가 되었습니다.
나사렛의 새 책들은 이제 킨들 (Kindle ) 독서기 용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텐베르그의 인쇄기가 15 세기 유럽에 한 일들을 에스프레소 책 기계가 (the
Espresso Book Machine) (www.ondemandbooks.com) 현대의 세계를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5 권의 나사렛 책들이 에스프레소 책 기계 시스템에 있습니다. 타임 지에
의해 “2007 년의 최고의 발명” 으로 불리워진 에스프레소 기계는 300 페이지의 도서관
용 수준의 책을 4 분 내에 프린트와 제본을 하고 다듬을 수 있습니다. 생산 비용은
페이지 당 1 센트 입니다.
더 많은 에스프레소 생산 지역들이 영국과 네델란드, 이집트, 아랍 에미레이트,
중국, 일본,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기계와 더불어 파피루스라 불리는 태양 빛에 의해 작동되며 책들을
큰 소리고 읽는 휴대용 오디오 기계가 있습니다 (www.renewoutreach.com). 신약 성경은
500 개 이상의 언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17	
  
	
  

이 기계는 탈 부착이 가능한 SD 카드로부터(Secure Digital (SD) card) 읽고 앰프는
200 명 까지의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의 출판물들은 곧 SD
카드에 선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읽기를 배우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부터 목사님들의 교육 과정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디지털 생산품들은 개인적인 관계들의 위치를 뺏지 않으면서 교회의 성장하는
지역들에게 효과적인 비용의 연결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힘 ( Power of One)
“하나의 힘” 은 미국과 캐나다를 위한 M11 에서 방금 시작된 새로운 세계
전도와 제자 삼기의 선도 입니다. 이 도구는 벌써 유라시아와 남 아메리카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구들에서 상이한 시작의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제자삼고 새로운 회중들을 시작하며 긍휼과 정의의 사역들을 하기 위해 한
사람, 한 가족, 한 회중들이 친구들과 가족을 그 분과 교회에 이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에게 확실히 항복하는 것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그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캐나다의 봉사 활동 ( Canadian Outreach)

18	
  
	
  

1939 년대부터 1950 년대는 캐나다에서 나사렛 교단의 빠른 확장의 시기 였습니다.
그 시기 동안 캐나다의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캐나다의 국경 밖에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갖고 계신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몇 몇의 캐나다 인 선교사들이 국제 나사렛 교단과 다른 선교 단체를 통하여
인디아와 포모사 (타이완), 아프리카와 카리브해에 보내어 졌습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잭과 나탈리 홀스테드 (Jack and Natalie Holstead), 메리
웰리스 (Mary Wallace), 진 달링(Jean Darling), 윌리암과 레노 피즈 (William and Lenore
Pease), 힐다 모엔 (Hilda Moen), 그리고 올리브 킬쇼 (Olive Kilshaw). 캐나다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들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그들을 위해 “짐 싸는 일”
을 하고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공급할 때 “가족의 이름들”
(household names) 이 되었습니다.
특정한 긍휼사역을 위한 강조는 약간 후에 생겼습니다. 1983 년에 일단의 13
개의 캐나다 기독교 교단들은 (나사렛 교단을 포함해서) 캐나다 크리스찬 음식 곡식
은행 (Canadian Food Grains Bank) 을 만들었습니다. 이 것은 잉여의 캐나다 곡식들을
(보통 밀) 전 세계의 필요한 나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특별한
의무를 갖고 있는 협력단 (컨소시엄) 이었습니다.
초기의 시기에는 일들은 주로 캐나다 서부 연회를 통해—캐나다에서 제일 큰 곡식
지역—그리고 그것의 감독 글렌 폴리스 (Glenn Follis) 를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그들의 소유의 부분들로부터 생산된 것들을 푸드 뱅크에 드리는 일을 시작
했습니다. 약간의 도시 교회들은 이러한 노력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조성 하기 시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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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년 어느 때에, 캐나다의 전국 디렉터 닐 하이타워는 (Neil Hightower) 그가
에드먼톤 남부 교회 (Edmonton Southside Church) 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 초대 되었을 때
알버타에 있는 나사렛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중앙 총회를 위한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그 중앙 총회에서 방글라데쉬에서 온 나단 비스바스 (Nathan Biswas)
라는 젊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침례교 목사였던 비스박스 목사는 프랭클린
쿡과 (Franklin Cook) 스티브 웨버의 (Steve Weber) 영향으로 나사렛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죽은 아내 리나 (Rina ) 그리고 그들의 두 아이들 알렉스와 쇼원 (Alex and
Shawon) 그리고 그의 자매 엘시는 (Elsie) 방글라데쉬에서 나사렛 교단의 최초의 회원들이
되었습니다.
에드몬턴 남부에서의 예배 중에 하이타워 박사는 (당시에) 천 사백 만 명이 살고
있는 방글라데쉬의 사람들의 곤경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나라의 국토의 크기는
미국의 아이오와 주의 크기와 비슷했고 그 땅의 단지 삼분의 이 만이 경작이 가능
했습니다.
에드먼튼 남부 교회는 즉시 방글라데쉬의 사람들을 위해 음식의 도움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된 10,000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하이타워 박사는 그 만 달러가 푸드 뱅크를 통해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고
나단은 5 만 달러 가치의 곡물과 함께 방글라데쉬로 돌아 왔습니다! 대략 같은 시기에,
국제 나사렛 교단은 캠퍼스 십자군 (Campus Crusade) 과 함께 예수 영화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나단은 이것을 음식의 도움과 연계하여 사용하기에 이상적이고 좋은
복음적인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듣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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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해 방글라데쉬의 마을들을 여행할 팀들을 조직하고
운영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 예수 영화는 방글라데쉬의 나사렛 교회의 성장을 가져온 그 “엔진들” 중
하나로서 역할을 수행 해 왔습니다.
추가적인 캐나다 사람들의 연결들이 유라시아 지구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은
특히 헤르만 그샨트너에 (Hermann Gschwandtner) 의해 이루어 졌는데 그는
방글라데쉬에서 나단의 일을 돕는 일에 규칙적으로 간여 했습니다. 캐나다 나사렛 긍휼
사역의 엘레인 붐스테드(Elaine Bumstead) 는 방글라데쉬와 다른 나라들로 자주 여행하는
사람 입니다. 그녀는 돌봄과 프로그램의 좋은 운영을 조합하며 이러한 긍휼 사역
프로젝트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5 년 전에, 방글라데쉬의 나세렛 교단의 급속한 성장은 적절히 준비된 목사들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 질 때, 캐나다의 교회는 남 아시아 나사렛 성서
대학을 (South Asia Nazarene Bible College) 통해 목사들의 기본 교육을 위한 기금의 창시적
프로그램을 시작 했습니다.
지난 3 년 동안, 방글라데쉬의 학생들의 등록금을 위한 자금은 상당하게
모금되어 캐나다 나사렛 교단에 의해 총 10 만 달러 이상이 조성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캐나다의 교회들은 향후 3 년 동안 매년 2 만 달러를 등록한 학생들을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 했습니다.
이 노력은 2010 년 3 월 30 명의 여학생들을 포함한 193 명의 학생들의
안수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전에 없었던 그룹의 크기는 안수식을 마치기 위해
2 명의 중앙 감독들과 2 명의 은퇴 중앙 감독들의 참석을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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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에 지역의 목사님들과 제가 안수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안수식을
주재한 제시 C. 미덴돌프 (Jesse C. Middendorf) 중앙 감독과 은퇴 감독 제임스 딜 (James
H. Diehl) 과 니나 G. 건터 (Nina G. Gunter) 와 함께 했습니다.
목회적인 교육과 더불어, 그 캐나다 교회는 안전한 물을 위해 튜브 우물을 파는
것을 도왔고 가뭄이 닥친 지역들을 위해 음식 지원을 제공 했습니다. 기금들은 창의적
접근 지역들을 위해 만들어 졌는데 이는 믿음의 가족들이 우유와 수입의 근원을 위해
염소들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길의 각 걸음마다 예수의 좋은 소식이
있어왔고 그것은 지금도 필요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의 전국 디렉터인 클레어 맥밀란이 (Clair MacMillan)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국내의 일이 아니라 국제적인 일이라는 것은 캐나다의 나사렛 교단의 이해를 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캐나다는 남 아시아와 중앙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는 것을 계속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나사렛 교단 사람들은 아이티의 재 개발에도 깊이
간여하고 있습니다”—클레어 맥밀란
우리는 캐나다 나사렛 사람들의 그 순종과 비전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 합니다.
어떻게 20 여 년 전에 캐나다의 지도자가 (닐 하이타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온 젊은
설교자를 (나단 비스바) 섭리 속에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몇 개의 대륙에서 수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루며 생명을 구하는 관계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이라는 말이 그것을 묘사할 유일한 말 입니다.
이것들은 세계적으로 연결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현대의 예들 입니다—우리의 사명의 연결들은 이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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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 동역 관계들, 그리고 대학교들과 같은 후원하는 기관들은 이러한 타입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선교의 교단적 시스템으로 인해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조직의 생활에 대해 관찰한 한 사람은 만약 한 지도자가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면 그 조직에는 아직 충분한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사렛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예 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기초와 선교사 지원, 교육, 옥합 헌금, 여행, 그리고 사람들과
자산들을 위한 보험과 같은 조직의 기여가 없었더라면 복음적이고 긍휼의 기회들은
그러한 대규모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없었을 것 입니다.
나사렛 교단과 다른 믿음에 근거한 조직 사이의 차이점은 그 헌신을 뒷받침 하기
위해 교회들에 의해 공급된 자료들을 통한 나사렛 교단의 장기적인 헌신입니다. 이것이

나사렛의 다른 점 입니다.

나사렛의 미래를 위한 위원회 ( Commission on the Nazarene Future)
중앙 감독회는 나사렛의 미래를 위해 연구하기를 요청하는 중앙 총회의 결의안
SR- 757 을 지원 했습니다. 그 결의안은 2009 년 중앙 총회에 의해서 승인 되었습니다.
그 나사렛의 미래를 위한 위원회는 생태학, 정치 형태, 선교 전략, 그리고 확장되는
교회에서 중앙 감독의 역할에 중점을 둡니다. 데이빗 맥클렁 (David McClung)은
의장으로 지명 되었고 켄 밀즈는 (Ken Mills) 총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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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연구 그룹은 무엇이 우리를 나사렛으로 만들고 변화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하며 첫 해를 보냈습니다. 그 위원회의 발견들을 요약하고 권고를 담은 한
보고서가 최근에 중앙 감독회에 의해 수신 되었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1 년에 그 위원회는 미래를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주의 깊은 심의를
할 것입니다. 2012 년에 그 위원회는 만일 중앙 감독회에 의해 승인이 된다면 어떻게 그
변화들이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할 것입니다.
그 위원회의 보고서는 직접 중앙 감독회에 보고 됩니다. 2012 년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중앙 감독회는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무엇이 2013 년의 중앙
총회 전에 중앙 위원회에 의해 더 검토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위해 중앙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결정할 것 입니다.

미래 연결들 ( Future Connections)
무엇이 나사렛 교단의 미래의 연결들 이겠습니까? 2 백만 이상의 회원을 가진
교단은 다가오는 10 년 동안에 1964 년에 존재했던 40 만 명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과는 다른 믿음의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무엇이 앞에 놓여 있는가를 측정 할 수 있는 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변화의
현재의 패턴을 아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들과 마감 시간들의 한 가운데서 지도자들은
내부적이고 외적인 환경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일에
종종 실패 합니다.
중앙 감독회는 교단에 대한 책임의 한 부분으로써 중앙 위원회에 통계 보고를
합니다. 무슨 종류의 진전을 교단이 만들고 있는가와 어디에서 그것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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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좀 더 우리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영역들을 아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알기 원하는 것은 교단을 위해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증가하는 회원 수를 보고함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성장은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복잡성을 가져 옵니다. 예를 들면, 교회들이 어떻게 새로운 지역들에서 시작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단이 급속도로 부흥하며 동시에 제자를
만드는 일을 계속 수행하며 웨슬레 주의의 전통을 지닌 믿음의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습니까?
?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람들과 자금의 배치를 위해서 단기적이며 장기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적절한 관점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제 여러 면에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더 넓은 영역에서 나사렛
교회 안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 봅시다:
•

2

이번 주일에 중국에 있는 교회에서 소위 “크리스찬 유럽” (Christian Europe)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보다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970 에는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교회들은 중국
전역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1971 년에 그 공산주의 정권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의 개신교 교회와 하나의 로만 카톨릭 교회만을
허용 했습니다.

•

이번 주에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 모두의 성공회 교인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의 성공회 신도들이 케냐와 남 아프리카와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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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회에 참석 했습니다—그리고 나이지리아의 성공회 교회의 숫자는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의 성공회 교회의 숫자보다 몇 배 더 많았습니다.
•

이번 주에 영국과 프랑스의 교회들 중 가장 많은 참석자 수를 기록한
교회는 거의 다 흑인들의 회중들 이었습니다. 런던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약 절반은 아프리카 사람들 이거나 아프리카 카리브해 사람들
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큰 크리스찬 회중은 키브 (Kiev) 에
있는데 그 교회는 나이지리아의 오순절적인 배경에 의해 목회되고
있습니다.

•

다가오는 주에 영국에서는 적어도 15,000 명의 기독교 외국 선교사들이
지역 전도를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 중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옵니다.

•

오늘 미국은 세계 기독교의 단지 12 퍼센트 만을 차지합니다.

•

세계의 50 대 교회들은 모두 미국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4

나사렛 교단은 이러한 극적인 변화들부터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그것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0- 2010 년의 10 년 동안의 회원수의 증가를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슬라이드)
지구

회원 수 증가

총 회원 수 (순위)

1. 아프리카

294,406

511,373 (2)

2. 유라시아

139,901

203,873 (4)

91,671

232,644 (3)

3. 남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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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멕시코 및 중미

58,096

168,755 (6)

5. 카리브해

50,296

169,301 (5)

6. 아시아- 태평양

19,973

109,940 (7)

7. 미국/캐나다

14,612

663,375 (1)

출처: 중앙 총무 사무실

현재 대부분의 성장은 미국/ 캐나다 지구의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지구는 가장 큰 지구로 남아 있으며 세계 선교 기금의 (WEF) 97 퍼센트와
선교 특별들의 (mission specials) 90 퍼센트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개 교회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예측되는 장래를 위해서 볼 때 여전히 미국/캐나다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구들도 선교 프로젝트들을 위해 각각 자기의 지구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에도 제공을 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대함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 합니다.
그러나 중앙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선교사들을 포함하여 지구의 사무실들을
가능하게 하는 교단적인 시스템은 대개 중앙 재무에 의해 기록된 세계 선교 기금, 선교
특별들, 그리고 동역자 관계 수입에 의해 기능을 합니다.
나사렛 미래 위원회를 위해 준비하며 세계 사역 센터의 연구 센터는 (the Research
.

Center at the GMC)

,

20

.
그 “2030 시나리오”(the 2030 Scenario)
15
649

,

) 83,000
283

3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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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2

28

).	
  믿음의 예측은 그 날 혹은 이른 시기까지 사실 상당히 더 많은 나사렛

사람들을	
  마음 속에 그려 왔습니다.

이러한 패턴과 예측들은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 합니다:
1. 무엇이 적은 테크놀로지의 경계에 있는 세계 속에서 선교사들의 새로운
역할일 것인가?
a.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가?
b.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2. 매 년 200,000 명의 새로운 회원과 1,000 명의 사역자가 증가할 교단에서
무엇이 중앙 감독 직의 새로운 역할이 되어야 하는가?
3. 성장과 제자도를 구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지구와 현장의 새로운 역할이
되어야 하는가?
4. 85
(

)

?

85

5. 15
/

?

6. 2009

,
?

7. 세계의 가장 먼 부분들이 연결이 됨에 따라 무엇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역할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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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 교단의 역사상 가장 많은 회원수의 증가는 세계 선교 기금을 위한 헌금이
감소되는 기간 중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과, 연회와, 그리고 교육의 관심에
의한 헌금의 퍼센트는 30 년 동안 감소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준에 상관이 없이, 모든 교회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시간이 돈
보다 더 가치가 있어지며, 교단의 모든 관심들은 설령 다른 규모가 될지라도 사역을
계속해 나갈 재정적인 자원들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각 중앙 감독들의 기도이고 마음의
소원입니다.
더 큰 질문은 나사렛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잃어버린
자들을 복음화 하고, 회심한 사람들을 제자삼고, 필요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 다급함 이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낮추며 이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보여 주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소서. 당신의 교회가
참 가지에 붙어 있도록 도우소서—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대 명령에 순종하며 나라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만드는 대 위임을
완수하는 일을 돕는 새 세기를 위해 나사렛 교단을 준비 시키소서.”

중앙 위원회 연결들 ( General Board Connections)
우리의 보고서를 마치며, 우리는 중앙 위원들 간에 연결됨을 가정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중앙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결코 이 위원회의
교제에 동화 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화됨이 더욱 가능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임기의 (2011- 2013) 남아 있는 해 동안 중앙 위원들을 짝 지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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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각 중앙 위원회가 개최될 때 여러분의 파트너에게 따스한 환영을 표현해
주고 회의 사이에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함 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 언어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 질 때, 우리는 여러분께는 제 왼쪽에서부터 이 방의 주변에
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파트너가 불려질 것 이고
그 곳에서 당신과 합류할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는 정보 카드를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이름들이, 심지어 아마도 결석한 분들 까지도, 불려지면, 우리의 위원회
의장이신 중앙 감독 J. K. 워릭께서 마치는 찬양 후에 이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서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축복과 함께 여러분을 떠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존경스럽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출 합니다,
중앙 감독회

제리 D. 포터 (Jerry D. Porter) J. K. 워릭 (J. K. Warrick)
데이빗 W. 그레이브즈(David W. Graves) 제시 C. 미덴돌프 (Jesse C. Middendorf)
유지니오 R. 두알트 (Eugénio R. Duarte) 스탠 A. 톨러 (Stan A. T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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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니오 R. 두알트에 의해 준비되고 발표됨
1 철학 원탁 (The Philanthropy Roundtable)
2 세계 기독교위 새로운 모습, 마크 A. 놀 (The New Shape of World Christianity, Mark A. Noll).
3 서양 선교사들의 역할 , 에릭 스완슨 (The Role for Western Missionaries, Eric Swanson).
4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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