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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 감독님의 총회와 교단 탈퇴에 대한 두 번째 서한 

 

연합감리교회로 부터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에 위한 두번째 서한입니다.  

첫번째 서한에서는 아래의 내용들이 언급되었습니다: 

 

• 문제의 핵심 

• EPA는 누구인가 

• EPA의 초첨 

 

You may find a copy of the letter here (in English).  

In Spanish: Haz click aquí para español. 

In Korean: 한국어 버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11) 

 

동부 펜실베니아 연회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평신도와 교역자 여러분께, 

  

최근 우리는 감리교가 1784년에 시작된 이래, 여러 차례 있어왔던, 교단으로 부터 탈퇴하는 

교회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노예제도, 여성 목회자, 교회의 통합 등이 

이유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소수자들과 함께 하는 사역과 성소수자들의 사역에 대한 

https://myemail.constantcontact.com/Bishop-Schol-s-message-about-General-Conference-and-Disaffiliation.html?soid=1115113910561&aid=Ga8f0es0n8A
https://www.epaumc.org/wp-content/uploads/Mensaje-sobre-la-Conferencia-General-y-la-desafiliacion-de-congregaciones.pdf
https://www.epaumc.org/wp-content/uploads/KOR-Bishop-Schols-message-about-General-Conference-and-Disaffiliation.pdf


다른 입장이 그 이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름은 우리 자신의 신념, 전통, 이해 및 태도에 의한 것 입니다. 

  

동부 펜실베니아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연회 지도자들은 도전 과제와 교회가 어떻게 교단에서 

탈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단 

탈퇴에 대한 세 번째 이자 마지막 서한은 5월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서한에서는 

연합감리교회 (UMC)와 동부 펜실베니아 연회 (EPA)에서 탈퇴하는 절차, 비용 및 단계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것입니다.  

  

이 두번째 편지에서는 아래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연합감리교회의 기본적인 믿음, 신학, 언약 

• EPA와 각 교회의 미래를 위한 길 

   

기본 신앙, 신학 그리고 헌신 

연합 감리교인들은 제자, 교단 그리고 회중으로서 누구인지를 형성하는 근본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은총 – 하나님의 은총은 구원 받기에 충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하나님 은총의 확장 – 은총은 성만찬과 세례를 통해 성인,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 확대되며, 모든 

사람을 웨슬레의 은총의 수단으로 참여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초대합니다 i. 

   

성서 – 성서는 구원과 거룩한 삶을 위한 제일차적인 권위이고 계시이며 다른 3가지 근원인 

전통, 이성, 체험을 통해서 해석됩니다.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성결 - 연합감리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세상의 증인이 되고, 

섬기며, 정의를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성 – 연합감리교인들은 공통의 선교, 교리, 할당된 재정 선교 지원, 순회 및 거룩한 회의를 

공유하는 회중과 조직의 웹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탁 조항 - 연합감리교회로서 연합감리교인들은 재산을 공유합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재산은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위해 신탁됩니다. 교회가 폐쇄되거나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여 연합감리교회 교인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할 때, 모든 교회의 부동산 및 재산은 

연합감리교회로 귀속되어 교회의 선교와 사명을 강화 합니다.  세 번째 서한은 교단 탈퇴의 

시기에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양성과 포용성 – 연합감리교인들은 성경, 교리, 웨슬리적 가치에 따라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포함하며 참여시킵니다. 

 

열린 순회제도 - 연합감리교회의 감독들과 감리사들은 파송을 할 때 열린 순회 제도를 

가르치고 지원하며 실행하는 동시에 신학, 사용 언어, 지도력 요구 및 상황에서 교회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EPA 헌신 - 거슬러 올라가 2019년 연회 세션에서 EPA는 인종, 민족, 언어, 지리, 신학 및 

신념에 따라 하나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공동의 소명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동의 사명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되는데 있어, 우리는 본질적으로 회중들이 소명과 사명을 실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누구라도 

환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며 성소수자들이 이성애 지도자와 나란히 인도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리더가 없는 교회 혹은 성소수자들을 파송 받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방식과 존재의 방식이 한 가지 만은 아닌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것 입니다.   EPA는 이것을 확언하였으며,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이끌며, 섬기는 방법입니다. 

   

EPA와 교회의 미래를 위한 길 

EPA의 선출된 대표들과 연회 지도자들은 모든 개체 교회들이 분별의 시간을 가지 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사회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에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EPA는 우리 지역 사회와의 선교와 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선교와 사역은 주로 개체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선교 교회가 되도록 돕는 데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비록 탈퇴를 고려하는 일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시간의 90% 이상은 우리의 핵심 사명과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교회에 할 애 할 것 입니다. EPA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활력있는 선교 교회로의 성장 - 예배, 소그룹, 선교 참여, 새로운 제자 및 나눔 중, 하나 

이상의 사역의 성장을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훈련, 계획 및 코칭. 

2. 선교적 지속 가능성 -교회의 재정적 강점과 어려움,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이해 

3. 온전한 훈련과 계획을 모색 하는 길 -인종 차별의 죄를 종식시키기 위해 배우고, 

이해하고, 성장 

4. 교회 부지와 건물의 개발 – 앞으로 있을 선교를 위해 재산 평가 (건물 확장, 교회 부지를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사용, 교회재산 정리) 

5. 갈등 해결 -방향, 선교, 지도력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는 회중을 위한 

중재 과정.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와 EPA를 위한 놀라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조항들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나타 낼 수 있는 길을 분별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연합감리교인 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각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Keep the faith! 
  
John 
 
Bishop John Schol 
The United Methodists of 
Eastern Pennsylvania & Greater New Jersey 
BishopJohnSchol@epaumc.church | 610-666-1442 
BishopJohnSchol@gnjumc.org | 732-359-1010 
 
Equipping transformational leaders for  
New Disciples | Vital Congregations | Transformed World 
  

이 이메일을 동료 교회 성도들, 연합 감리교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뉴스레터를 통해 이메일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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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stern Pennsylvania Conference | 610-666-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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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은총의 수단 

연합감리교인들은 은총의 수단에 참여 합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따라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은총의 수단에 참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은총의 수단이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제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방법들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촉진하고, 강화하며, 확신을 주심으로 

은혜가 제자들의 삶에 스며들고 충만하도록 하십니다. 은총의 수단은 경건의 일과 자비의 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경건의 일 

개인적 실천 —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 기도, 금식, 정기적 예배 참여, 건강한 삶, 

전도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나누는 일) 

공동체적 실천 — 성례, 기독교적 모임(서로 지켜주는 책임적 관계를 위해), 성경 공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기 

  

자비의 일 

개인적 실천 — 선행, 환자 방문, 재소자 방문, 주린 자들을 먹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 

공동체적 실천 — 정의 추구, 억압과 차별 종식하기(일례로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이 노예제를 

종식하도록 도전했다),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연합감리교회 교인 서약에 따라 사는 삶 

모든 연합감리교인은 교인 서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1. 사악한 영의 세력을 거부하며,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부정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2. 악과 불의와 억압에 항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힘을 받습니다; 

http://www.epaumc.org/


 
3.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4.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신실한 일원으로 살아가며, 아울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절로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5. 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교회의 사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합니다; 

6. 기도와 출석과 헌금과 봉사와 증언을 통하여 교회의 사역에 충실히 참여합니다; 

7. 신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