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감독회
연례 보고서

나사렛 교단
90 차 중앙 위원회

2013 년 2 월 24 일

은혜의 철저한 낙관주의 (The Radical Optimism of Grace)

도입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도서 2:11

중앙 감독회 (BGS)를 대표해 우리의 주님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 드리며 나사렛 교단 중앙 위원회 90 차 회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환영합니다. 이 회의의 역사는 중앙 감독들과, 중앙 임원 (general officers)들,
그리고 부서장 (directors)들이 각자의 맡은 영역에서 교단을 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중앙 위원회 보고서는 세계 159 개 지역에서 나사렛 사람들의 사역과 희생을 보여
줍니다. 목회자들. 평신도들. 선교사들. 주일 학교 교사들. 소 그룹 지도자들. 연회
감독들. 부흥사들. 기관 목회자들 (Chaplains). 교육자들. 긍휼 사역 종사자들. 교회
직원들과 자원 봉사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의 핵심 가치인 기독교적, 성결,
그리고 선교적 (Christian, Holiness, and Missional) 가치를 구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각자는 다양하고 중요한 방법으로 “열방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들기” (to make Christlike disciples in the nations) 라는 교단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기여합니다.

이 보고를 드리며 저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화나 계절에 관계 없이 교회는
더욱 희망적이고 낙관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 입니다.
120 일 후면 미국 인디애나 주의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나사렛 교단 28 차 중앙 총회를
개회하는 의사봉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2013 년 6 월 23 일 주일에는 나사렛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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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사람들이 세계 전역으로부터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며 중앙
총회를 공식적으로 개회할 것입니다.

중앙 대회들과, 중앙 총회, 그리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나사렛
국제 선교회가 주관하는 특별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단을 지금과
미래에 인도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가족” 모임의 준비가 데이빗 윌슨 (David Wilson) 중앙 총무와 직원들의 지도하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중앙 위원회 준비와 행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캔사스의 오벌랜드 파크에서 이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신 윌슨
박사와 주디 베이글 (Judy Veigl), 수잰 멧카프 (Susan Metcalf), 셜리 말빈 (Shirley Marvin),
다이앤 밀러 (Diane Miller) 그리고 다른 분들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중앙 총회 사이 4 년 동안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입니다. 모든 분들이
2011 년에 미국 켄터키 루이빌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지정된 각자의 기도 파트너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일생 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일들의 업데이트 (General Updates)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2012 년 유지니오 알 두알트 중앙 감독은 나사렛 교단에서 자신의 리더십에 또 하나의
“최초” 책임 목록을 추가 했습니다. 중앙 감독회 의장직을 수행할 최초의 비 백인 (nonAnglo descent)이 되었습니다. 그 책무는 세계 사역 센터와 나사렛 출판사를 관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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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 월에는 번 워드 3 세가 세계 선교국장에 취임했습니다. 그 직무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번 워드 국장님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꽉 차있는 분이고 자신의 새로운 사명 영역인 전 세계를
깊이 돌보는 섬기는 지도자 (servant leader) 입니다.

2012 년 8 월에는 2009 년 중앙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나사렛 미래 연구 그룹 (Nazarene Future
Study Group)이 최종 보고서와 권고를 중앙 감독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 감독회는 “2030
교단”으로 우리를 이끌 개선된 선교 체계를 위한 그 정보와 통찰을 주의 깊게 검토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제안된 2013 중앙 총회 결의안이 어제인 2013 년 2 월
23 일에 중앙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중앙 감독회는 제이 데이빗 맥클렁 (J. David McClung)이 의장으로 그리고 켄 밀즈 (Ken
Mills)가 총무로서 이끈 이 연구 그룹이 성취한 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찾은 후인 9 월에 중앙 위원회는 제랄드 스미스 (Gerald Smith)를 나사렛
출판사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스미스 씨는 1998 년부터 나사렛 출판사를 섬기고 2012 년
11 월 30 일에 은퇴한 씨 하디 웨더스 (C. Hardy Weathers) 사장의 자리를 잇게 되었습니다.

18 개 교단의 지도자들이 미국 오하이오 서클빌 (Circleville)에 있는 크리스찬 연합
그리스도 교회 (Churches of Christ in Christian Union (CCCU) 본부에서 세계 웨슬리주의
연합 (Global Wesleyan Alliance) 회의를 했습니다. 이 특별한 동역 관계는 웨슬레
알미니우스 주의 (Wesleyan-Arminian) 성결 사역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성경적인 성결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증진하기 위해 2011 년 12 월에 구성되었습니다.

크리스찬 연합 그리스도 교회의 중앙 감독인 토머스 헐미즈 (Thomas Hermiz)가
회장으로 선출되고 데이빗 그레이브즈 (David Graves)가 총무로 선출되었습니다.
2011 년에 만들어진 언약을 협회가 원칙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별세 (Tran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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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암 피 프린스 증경 중앙 감독이 2012 년 12 월 24 일에 82 세를 일기로 별세 하셔서
교단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프린스 목사님은 1989 년에 중앙 감독으로 선출되고
2001 년에 은퇴했습니다. 생애 동안 목사님은 목회자로, 연회 감독으로, 그리고 대학교
총장으로 또한 섬겼습니다.

미국 캔사스 위치타 (Wichita)의 의사이며 오랜 중앙 위원인 레이 쿡 (Ray Cook)과
트레베카 나사렛 대학교의 은퇴 총장인 밀라드 리드 (Millard Reed)가 2012 년에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교단은 또한 폴 스킬즈 (Paul Skiles) (청년 및 소통)와 레이 헨드릭스
(Ray Hendrix) (세계 선교 라디오 및 출판 담당) 2 명의 평신도 종을 잃었습니다. 두 분은
국제 본부에서 사역하고 은퇴했습니다.
이 경건한 분들은 오랫동안 교단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은퇴
2012 년 12 월에 세 분이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저의 감독이셨던 제시 씨 미덴돌프 (Jesse C. Middendorf) 중앙 감독이
2001 년부터 중앙 감독으로 섬긴 후 곧 은퇴하실 예정입니다. 미덴돌프 박사님은 제 삶과
사역에 영향을 주셨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덴돌프 박사님은
멘토이자, 격려자, 동역자이며 친구이셨습니다. 중앙 감독회에서 그분과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 또한 중앙 총회를 마치고 중앙 감독직에서 은퇴할 것입니다. 동역자들에게 저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를 친구로서 존중합니다. 제가 받은 형제애와 격려로
인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와 동역하는 것은 실로 가장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중앙 감독에서 은퇴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 남은 생애 동안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자료를 공급하며, 격려하는 열정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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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은퇴자는 2013 년 중앙 총회에서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고 은퇴할 중앙 편집인
(general editor)인 데이빗 제이 펠터 (David J. Felter)입니다. 세계 사역 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나사렛 교단을 신실함과 헌신으로 섬겼고 책과 논문 그리고
홀리니스 투데이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하고 신학적으로 건전한 제품들을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세계 사역 센터에서 27 년간의 사역을 포함한 50 년간의 사역으로 인해 펠터 박사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God’s Grace: At Work in the World)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17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들 (Co-workers in God’s Service)
지난 해 통계의 경향을 살펴보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전서 3:5–9)
우리 교단은 몇 지역에서 성장을 기록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감소가 있었습니다.
 총 회원 수는 2 백 15 만 명이며 이는 2012 년에는 교회 성장 추세가 누그러져
2011 년에 비해 0.7 퍼센트가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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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8,130 개의 교회가 있고 그 중 20,041 개가 조직 교회입니다.

 144,142 명의 새로운 나사렛 사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2 퍼센트
감소이며 2 년 연속 새로운 회원 증가 숫자의 감소이나 사상 여섯 번째로 높은 증가
수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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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분석 (A Closer Look)
중앙 총무의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사항들을 보여 줍니다.
 2012 년에는 교단의 가장 작고 새롭게 개척된 교회들만이 예배 숫자 증가를 보고
했습니다.
 2012 년 새 신자 45% 이상이 2011 년에 100 명 이하의 성도 수를 보고한 교회
소속입니다.
 2012 년 새로운 나사렛 회원의 16 퍼센트가 보고를 처음 시작하는 교회 소속인데 이는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지구에서 많은 수의 새로 개척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연구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2007 년 이래로 회원 수 성장의 81 퍼센트가
133 개의 보고 지역 중 단지 18 개에서 나왔습니다 (13 퍼센트).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운행 하심이 세계에 퍼져 나감에 따라 교회의 성장은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교육 위원회 (International Board of Education (IBOE))
나사렛 고등 교육은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2 년 현재 교단의 53 개
대학, 대학교 및 신학교의 공식 등록 학생 수는 학위 과정에만 52,000 명 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3,000 명 이상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교회 개척 (Church Pl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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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의 전파와 제자 삼기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에 대해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 필수 (must) 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10). 교회는 “찾아” 라는 말이 능동태 동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개척이 항상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척은
개인들과 가족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의 봉사에
참여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교회 개척은 잃어 버리고 상처받은 세계에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가장 어렵지만 가장 보상이 큰 일 중 하나 입니다.

저는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는 우리의 웨슬리 주의 성결 전통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하는
전도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도록 많은 진영에서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나사렛 교단의
초대 중앙 감독이신 피니어스 브리즈 (Phineas Bresee) 박사에 대한 칼 뱅즈 (Carl
Bangs)의 전기에 보면, 이러한 부흥 운동에서 “교회들은 가정과, 창고, 숲, 학교 건물,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간이 여관에서도 시작했습니다.”1

이것이 성경적 성결과 은혜의 철저한 낙관주의가 전역에 퍼져 나간 방법입니다.

이러한 부흥에서 웨슬레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경험 (the experience of Christian
perfection) 에 관한 설교와 간증은 브리즈 가족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2
2012 년을 되돌아 보며,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발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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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에 1,066 개의 교회가 조직되었고 이는 259 개 교회의 증가 또는 25 퍼센트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보로 인해 일들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역과 연관된 모든 분들 특별히 이러한
부흥이 가능하도록 최전선에서 헌신하신 목사님들과 가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개척은 모든 세계 선교 지구에서 최우선의 일입니다. 다가오는 해의 목적과 목표
장소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몇 지구는 계획에 청소년과 청년들을 포함 시켰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서
성결 신학과, 선교,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사렛 교회들을
개척합니다.
새로운 교회에는 기도와, 희생, 고통, 그리고 열매로 이루어진 각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구 (주일 저녁, 미리 녹화됨 [Sunday evening pre-recorded])
교회 개척의 첫 이야기는 뉴 기니 (New Guinea)의 파푸아 (Papua)에서 벌어진 이야기
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시아 태평양 지구의 멜라네시아 및 남 태평양 지역 전략 담당
(strategy coordinator for the Melanesia and South Pacific Fields)인 하먼 쉬멜젠바흐 (Harmon
Schmelzenbach)가 들려 주었습니다.
지난 해 우리의 파푸아 뉴 기니 제도 (Papua New Guinea Islands) 연회
감독들과 팀들은 보게인빌 (Bougainville) 의 거친 섬 깊은 내륙에서 수
주일간의 강한 훈련을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한번 있는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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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4 륜 구동 트럭이 적어도 새벽 2 시 전에는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 시까지 모든 사람들이 짐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곧 차 바퀴들이
펑크가 나서 바퀴를 바꿔 끼우느라 시간을 지체했고 열대 폭풍으로
진흙에 빠지기도 하고 불어난 물로 인해 개울에서 시간을 지체하기도
했습니다. 겨우 작은 마을 부카에 도착했지만 비행기가 이륙해 하늘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만 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이었고 이틀 동안은 그 섬에서 나올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은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 초라한
집의 주인을 만나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다음 날이 주일임을 밝히며
“내일 아침 당신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주인은 달리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점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흩어져서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었고
주인은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와 희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제 어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비행기를 타지 못한
이유라고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떠날 때쯤, 나사렛 교회 하나가
생겼고 그 새롭고 성장하는 교회의 첫 교역자로 성서 대학의 학생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려
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일에 합류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미국/ 캐나다 지구 (주일 저녁, 미리 녹화 됨)
다음 이야기는 미국/ 캐나다 지구의 이야기 입니다. 우리는 미국 텍사스 뷰몬트
(Beaumont)에 있는 노스포인트 공동체 나사렛 교회 (Northpoint Community Church of the
Nazarene)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울 것입니다. 그 교회는 두앤 스래더 (Duane
Srader) 목사님이 감독으로 계신 남 텍사스 연회 (South Texas District)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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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회의 동역 목사 (Co-pastors)인 크리스와 린리 모서 (Chris and Lynnlee Moser)는 미국
오클라호마의 트리니티 나사렛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교육 전도사 였습니다.
다음은 모서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 입니다:
저희는 2011 년 6 월 마지막 주에 텍사스 뷰몬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곳이 우리가 있을 곳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은
저희를 압도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친구들의 친구들인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이전의 사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을 개인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를 시작합니까?” 라고 우리는 종종
서로에게 묻습니다. 저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사용하실
도구라고 믿으며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팀 (prayer force)은 매주 마다 수가 늘어갔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아주 특별히 부탁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 믿지
못할 정도의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지역의 도넛 가게와, 수영장, 그리고 아이들의
스포츠 경기와 커피 샵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가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귀는 우리가 왜
이곳으로 이사 왔는지 관심이 있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할
기회를 갖기 위해 항상 열려있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개인들과 부부들을 저녁 식사를 위해 우리 집에 초대
했습니다.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이 어울리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문 (floodgates)을 여셨고 우리는 우리 지역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파도를 탔습니다.
노스포인트를 향한 비전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두 번째 본성이 되었고
6 개월 후엔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의 개척
멤버들 (launch team)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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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사역과 증거 팀 (Work and Witness team)이 로비를 부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부부가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동네에 일년 정도를 살고 있고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교인들이었고 지난 수년 동안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간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특별한 날 사역과 증거팀의 차량에 “나사렛”이라고 쓰여진
글씨를 보고 잠시 들려 무슨 일이 있는지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그 부부는 우리 교회의 개척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신디 (Cindy)는 현재
우리의 사무실 행정 담당이고 개리 (Gary)는 안내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개척 예배를 드리기 까지 수개월 동안 우리는 수 많은 지역
주민 파티와 행사를 열었고 그 중에는 여름에 4 일 동안 72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있었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리던 주일에는
200 명 이상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위대한 날 이었습니다.
노스포인트를 위한 여행을 시작하는 날부터 우리는 다양한 성도들이
오도록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을 반영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기도가 여전히 상처받고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해답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교회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기도는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하시도록 하는 장소로서 교회가 생기게
합니다.
저희들의 일은 저희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남 텍사스 연회와의 공동의
일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저희 교회의 시작을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자원, 그리고 기도를 기꺼이 아끼지 않은 모든 교회들과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멋진
모험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인해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노스포인트 나사렛 교회와 여행하며 쓰고 있는 이야기의 가장
좋은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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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아메리카 지구 (온라인에서 만, 미리 녹화됨)
다음으로 마리아 알레한드리나 산토스 알보르노즈 드 리베라 (María Alejandrina Santos
Albórnoz de Rivera)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 아메리카 지구
아르헨티나 쿠요 연회 (Argentina Cuyo District)에 있는 멘도자 (Mendoza) 시에서 벌어진
이야기 입니다. 그녀의 삶과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로서 그녀의 믿음의 모험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제가 마리아 목사님을 안수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69 년 마리아 알레한드리나는 백혈병과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고 가정 문제로 힘들어
하며 그녀는 삶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구원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고 우상과 마법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절망에
끝나게
독약을
비명을

사로잡혀 독약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이 그녀 삶의 문제가
해 줄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도 절묘하게 그녀가 그
마시려는 순간 일곱 살 난 마가리타와 네 살 배기 라버트가
지르기 시작해 결심을 미루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계획을 실행할지를 생각하다가 라디오 방송 엘브이 10
(LV10)을 틀었고 마침 나사렛 시간 (The Nazarene Hour) 방송이 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호노라토 레자 박사 (Dr. Honorato Reza)가 병든
자가 고침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중풍병자가
뛰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것이 마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노레토 박사는 산 호세에 콜론가 930 (930 Colón Street, San José)에
위치한 나사렛 교회나 자신의 사역 센터가 있는 칠레 가와 무리알도
(Chile Street and Murialdo)에 방문 하라고 초청 했습니다. 어려움 끝에
마리아 알레한드리나는 사역 센터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도착
했을 때 빅터 에두아르도 (Victor Eduardo) 선교사와 한 형제가 사람들을
인사하며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매우 아프며 치유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고 믿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한 후 마리아 알레한드리나는 “주 예수님” 이라는 말을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목사님의 도움과 격려로 마침내

14

그 기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몸 전체에 윙윙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참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집회가 끝날 무렵 그녀는 치유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녀 몸에 병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끼면 그녀의 남편은 병원에 가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봐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녀는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15 일 후 그녀는 완전히 나은 것을 느꼈고 그녀의 직업인 토마토 따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수 있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고쳐 주셨습니다. 4 년 후
그녀는 네 번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침 받도록 해 준 그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 아기의 이름을 빅터 에두아르도 라고 지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 후 그녀가 경험한
희망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바다비아
캠프 (Rivadavia Camps)에서 8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카요,
포스타스, 초스코, 그리고 오르테가 (Cayo, Postas, Chosco, and Ortega)
가족들을 접촉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엘레나 캄포스 (Elena Campos) 목사님이 이끌고 같은 사명
하에 섬기는 25 명의 목사님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기간 중에
로데오 델 메디오 (Rodeo del Medio)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
되었습니다. 옷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코쿠치와 플로르 드 쿠요, 팔미라, 그리고 후닌 (Cocucci, Flor de Cuyo,
Palmira, and Junín) 에서 선교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간증 했습니다.
1998 년 9 월 11 일에 코쿠치 나사렛 교회가 창립 되었습니다. 마리아
알레한드리나는 그곳의 코쿠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가족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서 한 지역 (barrio)의 이름이
그 가족의 이름을 따라 배리오 코쿠치 (Barrio Cocucci)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이름에 자기 가족의 이름이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교회의 헌당식에 그들을 초대하고자 강하게 원했던
이유입니다. 그 가족들이 왔고 오레스테스 바르보사 (Orestes Barbosa)
연회 감독이 설교할 때 그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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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접했습니다. 그 가족은 지속적으로 교회의 마루를 새로 하기 위한 헌금
등을 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건축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일은 반코 문디알 (Banco Mundial)이 지원했습니다. 그
식당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열었으며 토요일에는 우유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마리아 알레한드리나는 바리오 코쿠치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은 그 교회의 부목사이며 그녀의 아들인 세르기오
리베라 (Sergio Rivera)가 그녀를 돕고 있습니다. 이곳이 선교의 도움으로
땅을 사고 성도들의 가족과 형제들을 돕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오늘날
그 교회는 연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물 중 하나이고 연회 총회 등의
총회 특별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알레한드리나는 정부와 관계된 사람과, 사업가, 이웃들,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 하거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2009 년 11 월에는 아르헨티나 쿠요 연회에서 스탠 톨러 중앙
감독에게 안수 받았습니다.
마이라 알레한드리나는 하나님의 강하고 기적적인 역사의 위대한
간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읽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년의 사역에 대한 헌신과, 건전한 교리를 전하려는 노력,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도움, 그리고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은 다른 모든 형제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아프리카 지구 (온라인 에서만, 미리 녹화 됨 )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중앙 감독으로 섬긴 것은 제게 영광 이었습니다. 앞의 이야기들에서
들은 것처럼,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많은 개인적 희생을 수반 합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교회의 선교가 팽창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남동 교회 개발 지역 (South East church development area)은 아프리카 중부
지역 (Africa Middle Field)의 콩고 공화국에 위치하고 있고 셀레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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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stin) 목사님이 지도자로 이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
특정한 지역에서 교회와 지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한 후,
아프리카의 이 지역의 교회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 사항들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지을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충분한 능력이 없음.
셀레스틴 목사를 제외하고는 아무 사역자도 안수를 받지 않았음.
한 여성만이 지역 교회를 목회하고 있음.
교회 참석이 낮음— 모든 교회에서 100 명 이하의 회원이 있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틀간의 세미나를 개최함.
서로 협력하며 셀레스틴 목사와 루붐바시 (Lubumbashi)의 다양한 사역자들은
그 문제들 중 몇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들을 실행하기로 함
o 건축하고 있는 교회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팀의 일치를 보이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10,000 프랑 (미화
11 달러)을 받는다.
o 모든 교회는 중앙 건축 기금 (central construction fund)에 한 교회 당
일년에 60 달러씩 헌금한다. 이 돈은 교회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적어도 세 구획의 땅을 사는 데 사용한다.
o 적어도 다섯 대의 벽돌 기계를 구입한다. 목표는 교회 구역
(ecclesiastic zone)당 한 대의 벽돌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다.
o 그 지역을 다섯 개의 교회 구역으로 나눈다.
o 통전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 나사렛 긍휼 사역 (Nazarene
Compassionate Ministries)과 전도 팀을 합한다.
o 예수 영화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개척된 교회를
이끌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안수를 위해 준비시킨다. 30 명 이상이
목회자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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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역 수준의 프로그램에 따라 한 교회에서 월례 사역자 모임을
조직한다.

o 동물들을 기르고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도록 돕는다.
o 새로운 교회의 벽을 쌓기 위해 벽돌을 만들고 지붕을 덮을 철제
구조물을 위해 기도한다.
o 지역의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며 각 공동체마다 학교를 시작한다.

결과는 무엇인가?
18

o 카톼톼 (Katwatwa)에 60 헥타아르를 구입했고 지역 사람들이
사용할 야채를 재배할 것임.
o 연회는 다섯 교회를 위해 교회 대지를 살 수 있었음.

o 8 개의 새 교회와 7 개의 설교 장소가 시작됨
o 현재 12 개 교회가 성전을 짓기 위해 벽돌을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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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7 개 교회의 교회 건축이 거의 끝났으나 네 교회는 지붕을 덮을
구조물을 위해 기도 중임.

o 두 교회는 학교를 세우기 위해 벽돌을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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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1 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동물
사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음.
o 종이 구슬 목걸이 (paper bead necklaces)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섯 학생들의 학교 비용을 내고 있음.
o 다가오는 우기를 위해 땅콩 밭이 준비되고 있음. 이를 통해 연회가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돕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해
줄 것임. 이 야채들은 루붐바시 시에 팔아 교회 건물들을 짓는데
도움을 줄 것임.
o 여섯 개의 교회 개발 센터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o 학교에 다닐 기회가 없었던 어른들을 위한 읽기 교육 프로그램이
다섯 교회에서 실행되고 있음.
우리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시다. 자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교회와
자기 백성들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진행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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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까? 실로 그분은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날은 주의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께 말씀 드릴 수 있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해
더 알리기 위해 중앙 감독회는 인터넷에 한층 더 긴 버전의 보고서를 올려 놓았습니다.
세계 선교 지역에서 개 교회의 발전은 선교적 미래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교를 위한 기금 마련 (Funding the Mission)
나사렛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일에 신실했습니다. 세계적 경제 침체로 인한
재정적 압박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후하고 희생적으로 드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사의를 표합니다.
중앙 총무 사무실을 통해 우리 교회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세계 선교 기금 (World Evangelism Fund (WEF)) 헌금 액수가 3 천 8 백 3 십만 달러였고
그 중 94 퍼센트가 미국/ 캐나다 지구에서 드려졌습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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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 특별 (Mission Specials) 수입은 2 천 6 백 10 만 달러 였습니다.

 거의 28 퍼센트 (27.7 퍼센트) 의 교회들이 비 선교 수입 (non-missions income)의 5.5
퍼센트나 그 이상을 세계 선교 기금을 위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37 퍼센트의 (37.5 퍼센트) 의 교회들이 약간의 세계 선교 기금을
드렸습니다.
 35 퍼센트 (34.9 퍼센트) 의 교회들이 세계 선교 기금을 전혀 드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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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들 (Missionaries)
우리 교단은 선교적인 교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단이 시작될 때부터 지역 (fields)에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712 명의
봉급을 받는 선교사와 계약을 맺은 자원 봉사자들을 파송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연결 체계와 세계 선교 기금을 통한 드림입니다.
계약을 맺은 자원 봉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선교사들은 세계 선교 기금 시스템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급을 받습니다. 계약을 맺은 자원 봉사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세계 선교 기금으로 운영되는 체계와 구조로 인해 지원을 받습니다.
선교사들, 자원 봉사자들, 시스템들, 구조들 이 모든 것들은 교단의 세계 선교에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이번 중앙 위원회 회의 기간 중 월요일에는 세 쌍의 부부를 세계 선교사로 임명할
것입니다.
 자슈아 그리고 섀논 헌돈 (Joshua and Shannon Herndon) (스페인)
 러스티 그리고 다이앤 로빈스 (Rusty and Dianne Robbins) (예수 영화 추수 동역자들
(JESUS Film Harvest Partners))
 조지 그리고 애나 베스티 바노스 (Jorge and Ana Betsy Baños) (코스타 리카)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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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필요에 충분합니다
(God’s Grace: Adequate for Our Every Need)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위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사렛 교단에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교회에 대해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미래에도 전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첫 전임사역을 1973 년에 시작했습니다. 저의 신부인 린다 (Linda)와 젊은
나이에 미국 플로리다 주의 탬파 (Tampa)에서 개척 하고자 이사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오하이오에 있는 캠퍼스에서 플로리다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갔습니다. 많은 햄버거를 먹는 것은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든 필요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애리조나에 있는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인 카터 부부에게 50 달러를 보내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느꼈던 때를 기억합니다. 린다와 저는 예금 통장을 점검했고 계좌에 54 달러만
남아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째든 50 달러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우체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대학교의 룸메이트인 제이
마이클 월터즈 (J. Michael Walters)가 편지와 함께 50 달러를 보내 왔습니다. 당시 그
친구가 애즈베리 신학교의 학생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 참 놀라웠습니다.
자연적으로 그 소식을 린다에게 전하기 위해 집에 급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 달콤하네,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그분의 약속 안에 쉬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아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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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예수, 내가 얼마나 그분을 믿는가!
얼마나 많이 그분의 신실함을 맛 보았는가;
예수 예수 귀한 예수!
그분을 더욱 믿는 믿음을 주소서!
루시아 엠 알 스테드 (Louisa M. R. Stead)
(공유 사이트 (Public Domain))

분명히 저희는 만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 사이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카터 부부는 2 주 후에 회신을 보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당신들의 돈
50 달러는 정확한 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딸 앤지의 병원 약속을
취소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확히 50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 단순한 이야기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매일 수백만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에 충분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재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 치유. 우정.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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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혜: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God’s Grace: Can Be Experienced by Anyone)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8–9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강연자 중 한 사람은 플로렌스 리타우어 (Florence Littauer) 입니다.
전에 저는 그녀와 함께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인조이 컨퍼런스(INJOY
Conference)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플로렌스는 훌륭한
유머 감각과 일상 생활의 일화로 청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죄 됨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초점을 둔
강연에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맨 앞 줄에서 흰 색 드레스를 입은 일곱 살짜리 소녀가 일어나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요 리타우어 여사님, 제가 알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주는 하나님의 호의 입니다 (Grace is unmerited favor from God).”
플로렌스는 방금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훌륭한 대답이야.” 플로렌스가 대답했습니다. “자 이제 앞에 계신 청중들에게 그게 뭘
뜻하는지 설명해 볼래?”
그 작은 소녀는 팔을 굽히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웨슬리 성결 전통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위대한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획득하지 (earn)”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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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은총 (Prevenient grace).
 구원의 은총 (Saving grace).
 성화의 은총 (Sanctifying grace).
하나님의 선행 은총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위해 우리를 준비 시킵니다. “선행” (“Prevenient”)은 “앞에 오다” (“comes
before”)라는 뜻입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그분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신적인 은혜의 작은 스파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으로
들어옵니다. 웨슬리는 사람들이 이 의롭다 하심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후에 그분의 지탱하는 또는 거룩하게 하는
은혜 (sustaining or sanctifying grace)로 옮겨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장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웨슬리가 부른 “은혜의 수단”
(the means of grace)에 참여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자라야 합니다.3
어떤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상관없이 주님의 무한한
공로에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를 확신을 갖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 없이 그분의 은혜를 주십니다.”4
나사렛 교단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성결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요약 5
아마도 약간의 역사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살고 있는 “때와 이유” (“times and the
seasons” in which we are living)에 대해 더 좋은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1940 년대 중반에 교단은 현재와 그리 다르지 않은 다양한 시험을 겪었습니다. 증가하는
회원 수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성장률로 인해 지도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는 창립자들이 “영혼에 대한 열정”을 잃거나 그 열정이 식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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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년 1 월, 제이 비 챞먼 (J. B. Chapman) 중앙 감독은 다급한 연설에서 전 교단적인
“영혼의 십자군”을 요청했습니다. 일년 후, 나사렛 부흥사들이 “영혼들을 위해 모두
나가세 (All Out for Souls)” 라는 주제에 중점을 둔 전도 컨퍼런스를 위해 미국 미주리 주
캔사스 시티에 모였습니다. 목표는 평신도들을 깨우고 성령과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표어와 노래” (Our Watchword and Song)라는 책에서 나사렛 역사 학자가 쓴
것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경적인
성결을 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부흥들
 라디오
 늘어난 심방들
 교회 개척들
1946 년부터 1956 년 까지 미국과 캐나다에 1,523 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회원 수는
86,000 명이 늘었습니다. 주일 학교는 369,000 명에서 611,000 명으로 배가
되었습니다. 일 인당 헌금은 1946 년의 82 달러에서 1956 년에는 130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는 세계적으로 진행되었고 필리핀과 인디아 아프리카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1956 년 들어 전도는 브이 에이치 루이스 (V. H. Lewis)의 지도하에 독립된 부서가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적 그룹처럼, 나사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사용했습니다.
1945 년에 교단은 나사렛 라디오 리그 (Nazarene Radio League)를 설립했고 티 더블유
윌링햄 (T. W. Willingham)이 행정 디렉터로 선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 방송들이
진행 되었고 그 후 1960 년에 축복의 소나기 (Showers of Blessing)가 알 브이 들롱 (R. V.
DeLong)의 진행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전 세계 400 개 방송국에서 송출 되었습니다.
나사렛 교단의 이러한 진전은 대 공황과 2 차 세계 대전 말미에 일어났습니다. 당시는
선교사를 보내는 일들을 포함해 그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지체되고 있던 일들을 교단이
다시 진행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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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주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선대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안으로는 영적 필요와 밖으로는 교단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상황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와 기도의 리더십 하에 자신들을 위치 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도의 기회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고 이는 우리가 무엇을 왜 믿는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선교에 관해 장기적인 관점을 지녔고 미래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지상 명령의 교단 (A Great Commission Church)
우리가 더욱 더 밖으로 중점을 두는 교회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보고를 마치려 합니다.
지난 가을에 저는 우리가 호세 알베르토라고 부를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1978 년 그는 나사렛 교단이 지원하는 세계 선교 라디오 방송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라디오는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접근성이 있고 경제적인 테크놀로지
입니다.
어느 날 세계 뉴스를 들으려고 영국 방송 사 (British Broadcasting Company (BBC))
채널을 맞추려 하던 중 호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는 채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비씨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하는 채널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채널은 그의 관심을 끌었고 그로부터 몇 주 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채널을 맞추고 있는 자신을 것을 발견했습니다. 후에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는 초청에
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국에 인도를 바라며 편지를 썼고 후에는 나사렛 교단의 지도자들과
연결 되었습니다. 제자도와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변화 받은 삶 가운데 알베르토는 복음 전하는 것이 제한된 지역에서
20 개의 지하 교회를 개척했고 신실한 교회 개척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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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도 많이 갔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맞기도 하며 박해를 받았지만 알베르토 형제는
여전히 그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와 같은 다른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알베르토 목사님의 이야기는 용기와, 겸손,
그리고 은혜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교단이 하늘의 비전을 품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단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이야기와 이 보고서의 다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각 중앙 감독 제리 포터, 제시 미덴돌프, 제이 케이 워릭, 유지니오 두알트, 데이빗
그레이브즈, 그리고 저의 소망과 기도는 2 백만 명 이상 되는 나사렛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 주신 사명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
…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 기도의 사람이 되며
… 말씀의 사람이 되고
… 성령에 인도하심 속에 살며
… 영혼을 위한 열정을 갖고
… 은혜의 철저한 낙관주의로 살기를 바랍니다.

존경의 마음으로 제출합니다.
중앙 감독회

제리 디 포터
제시 씨 미덴돌프

제이 케이 워릭
유지니오 알 두알트

데이빗 더블유 그레이브즈
스탠 에이 톨러

bgs@nazarene.org

작성 및 발표: 스탠 에이 톨러 (Stan A. T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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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웨슬리: 마음과 삶의 성결, 온라인 문서 (John Wesley: Holiness of Heart and Life, onlin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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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참고 다음 책에서. 우리의 표어와 노래, 플로이드 커닝햄, 스탠 잉거솔, 해롤드 이 레이저, 데이빗 피 위틀로우 편집.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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