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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섬기는  미국장로교총회에 속한 400 교회, 5 만 세례교인으로 구성된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전국총회 (National Counci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NCKPC) 는 금년 6 월 

43 차총회와 콘퍼런스를 Main 주의 Portland 에서 갖게되며 40 년사를 출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4 년은 제가  1974 년  목사유학생으로와서 미주이민교회를 섬긴지 40 년이되며 

그중 미국장로교목회 37 년, 미국장로교총회사역 26 년째를 마지하고 있습니다. 1902 년 한인의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이민으로부터시작된 미주한인이민교회역사는  100 년이 훨씬 넘고 

미주최초의 한인장로교회인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도 1906 년에 세워졌지만  본격적인 

미주이민교회의 발전은 1965 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1970 년대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위한 목회라는 주제를 15 분동안 발제해야하는데 아무래도 제자신의 미주 

이민목회여정을 간단히 나누는 이야기속에 담아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1967 년 

장회신학대학원 B.D.3 기로 졸업하고 1969 년 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서울 영락교회 

고등부담담 부목사사역 4 년 , 신일고등학교 교목사역 3 년을 마치고 1974 년에 

도미유학하였읍니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의 첫 목회지는 1977 년에 부임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수도 콜럼비아에 있는 

콜럼비아한인연합장로교회였습니다. 저의 첫 이민목회는 문자그대로 척박한 땅을 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목회였지만 소명과 꿈에 가득찬 개척목회였고 비록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소위 

Deep South 에 있는 고고한 백인장로교노회의 유일한  작은 유색인종교회요  변두리 

한인교회였지만 지금은 그 지역노회의 유수한 교회로 인정받고 건강한 교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나 미국장로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들중 오늘 저와함께 발제하시며  

 

미네아포리스의 다문화회중인 Church of All Nations 담임목사이며 총회한인목회실의 EM Field Staff 

으로 수고하는  김 진성 목사, 미해군군목  김 명배 대령, 미육군 군목 진 종호 박사등이 있고  제가 

멘토링한 2 세목회자였던 이 상현 목사께서 현재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1981 년 저는 이민목회첫 사랑과 같았던  콜럼비아한인연합장로교회를 떠나 

애트랜타연합장로교회의 3 대 목사로 청빙받아왔습니다. 그당시 연합장로교회는 미국교회의 

친교실에서 모이는 개척교회로 약 50 여명의 성인이 회집되는 작은 회중이었습니다. 제가 

애틀랜타로 오게된 것은 그 당시 미국남장로교총회본부가 애틀랜타에 있었고 젊은 목회자로서 

의욕을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킬수 있는 한인 이민사회가 형성되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장로교에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저희 조부되시는 김 창국 목사님께서는  

1896 년 13 살 소년으로 저의 증조할머니와  함께  전주에서 미남장로교회선교사 Tate 목사에게  

세례받으셧으며 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 기풍 목사님을 이어 2 대 제주도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1921 년 광주양림교회 4 대 목사로 부임하여 1950 년까지 섬기셨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남장로교회총회본부가있는 

애틀랜타에서 선교의 빚을 갚고 한인교회가 미국장로교에 공헌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어야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애트랜타연합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고 1988 년 8 월 15 일 통합된 

미국장로교총회본부의 최초의 한인목회사역실의 책임자로 루이빌에 오기까지 만 7 년 

봉사하였습니다. 저는 연합교회의 미국장로교회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복음사역과 선교를 위한 

제자도 훈련을위해 나름대로 전력투구하였고 오늘 연합교회가  역동적인 사역과  열정과 비전이 

넘치는   선교공동체로 발전할 수있는 터전을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차세대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아직 자체 교회건물을 갖기전인 1984 년  2 세목회를 위해 

지금 오스틴한인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 종대 목사님을 영어목회담당 부목사로 청빙하여  

미남부에서 차세대목회의  선구자적 교회로 자리잡았으며  연합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2 세목회자를 배출하고  2 세 지도자들을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1988 년에 시작된 미국장로교총회 한인목회사역이 어언 26 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교회개척, 

목회리더쉽 훈련 그리고 한인노회설립과 조정등 산적한 사역업무를 총회차원에서 수행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역은  목회자훈련과  멘토링 그리고 목회자 네트웍킹 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것이 젊은 목회자들의 전국적인 네트웍인 ‘새시대목회연구회’ ‘학원도시목회연구회’ 

‘다문화 목회연구회’  ‘ 개척교회목회자연구회’였고 이 목회 네트웍들을 통해 오늘 미국장로교회 

한인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여러 훌륭한 목회자들이 나오게되었습니다. 이 네트웍들이 이제는 

‘전국목회자콘퍼런스’ 로 확대발전하여 금년 9 월에  제 6 회 National Korean Pastors Conference 가  

Nevada 주 Reno 에서 열립니다. 

 

 

 

미국장로교의   중간공의회 (Mid-Council)인 173 개의 노회중  비지역노회인  한인노회가  4 개가 

있읍니다.  각 노회의  사무총장  (Executive Presbyter) 과  서기 (Stated Clerk)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의하면서  한인노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총회차원에서 지원하고 조정하는 

한인노회조정위원회 (Coordinating Committee for Korean American Presbyteries) 의 Coordinator 로 

사역하는 일이 총회한인목회책임자로서의 저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입니다.  장로교치리의 중심은  

노회인데 미국장로교의  Polity 를 바르게 익히고 실시하며 산하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돌보고 

지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1 세 목회자훈련만 아니라 2 세 신학생과 목회자양성과 훈련을 위해 총회사역초기부터 

2 세목회자네트웍과 콘퍼런스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많은 남 여 2 세 목회자들이 배출되어  

한인교회만 아니라 미국장로교의 주류교회들과 신학교 그리고 특수전문사역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읍니다. 



  제가 섬기는 미국장로교총회 Presbyterian Mission Agency 에도 신학부의 Interfaith 사역실 , 

세계선교부의 핵심사역인 Evangelism Catalyst 사역실, 청년자원봉사자 실 등 의 책임 스텦으로 2 세 

지도자들이 활발하게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읍니다.  특별히 감사한것은  저희 총회가 

한인교회차세대 목회의 중요성을 인정 하고 3 년전에  총회한인목회실안에 영어목회 Field Staff 을  

두어 2 세 목회지도자양성과 훈련을 전담하도록  전략적 결정을 한 사실입니다.  제 발제를 이어 

차세대목회에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김 진성 목사께서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40 여년 미주 한인이민목회의  광야길을 개척해온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람을 느끼며 새로운 세대가 자랑스럽고 이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국사회와 미국장로교회에서 한인교회의 계속적인 성장발전 과    차세대목회의 과제가 

1 세인 저희에게는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관심이요 도전입니다.  주지하시는데로 지금 

미국사회는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인권문제로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적인것으로 인정하였고  이미 50 개주 가운데 18 개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게 될전망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주류 개신교단인 미국장로교회 도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면서 

동성애자안수의 길을 간접적으로 열어놓았으며 금년 6 월 Detroit 에서 모이는 221 차 총회에서  

예배모범에 나오는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적 결합’ 에서 ‘ 두사람의 결합’ 으로 

바꾸려는 헌의안들을 다루게 되는데 교단의 앞날에 여러가지 염려되느 일이 많습니다. 이미 

100 교회 이상이 미국장로교회를 떠나 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 (ECO)라는 새로운 

교단을 세웠으며 더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가입하리라 전망됩니다. 

미국장로교에 속한 복음적이며 개혁신앙과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에 토대한 한인교회들의 

협의체인 NCKPC 는 2013 년 여름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Cancun 에서 모인 총회에서  신학과 

교회정치의 입장 차이로  갈등과 혼란에 휩싸인 미국장로교에서  한인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복음의 빚진자로 남은자의 신앙을 지키자는  신학, 윤리, 사명선언서를 채택하고  

 

 

 

 



역사적 개혁신학과 신앙고백을 토대로 교회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매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전여 다른 새로운 시대에 살고있으며 이 변화의 속도는 아무도 예측할 

수없이  급속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미국장로교회도 지금까지 200 년 이상 내려온 전통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교회역사가 시작되는 chapter 로 들어가고 있으며 미국장로교에 속한 한인교회도 

변화하는  미국과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 그리고 이민자의 감소와  새로운 세대의 증가 

그리고 다음세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는 과제등 등 여러가지 변화의 

요인들이 주는 도전을 받으며  앞날을 헤처나가야하는 어려운 시기에 다달았습니다.   지금은  

저희와 같은 광야시대의 1 세대들은 서서히 역사의 무대를 떠나게되며 새 로운 세대가  영적 

가나안정복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신명기 9 장에서 

말씀하신데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 강을 건너가셔서 그 땅을 정복하신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같은 새 시대의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