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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미주자치연회 연회원
참조 : 소속교회 성도
제목 : 감독의 직무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미주자치연회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볼티모어 연회에서 자치법의 제정과 함께 미주자치연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에게 자치연회 감독으로 귀한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마음을 모아 협력해 주
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연회원과 소속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독의 이임을 목전에 두고 지난날을 뒤돌아보니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느라 애써주시고, 기
도해 주시고, 협력하시고, 도와주심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저의 판단
과 치리로 마음이 아팠고, 만족하지 못했고, 아쉬웠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온전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덮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제33회 총회에서 취임하는 차기 감독 은희곤 당선자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연회 감독에게 주어지는 성직으로서의 직임과 장정 상 직무는 그 이름만큼 영예롭거
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교회 담임자로서의 목회와 연회 수장으로서의 행정 치리는 그리 녹
록치 않습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정의가 부딪치고, 말씀의 법과 사람
의 법이 충돌하고, 원칙과 관습이 상충하는 일이 잦아 늘 어깨가 무거울 것입니다. 협력하는 이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한발 뒤로 물러가 미주자치연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44년의 목회 여
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협력해 주신 모든 연회원과 실행부위원들 그리고 전
심전력해서 수고해 주신 김영민 총무, 민경용 간사, 이경환 간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
고 감독의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해 달라고 매일 기도하며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뉴욕한인제일교회 장
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저보다 더 기도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직임을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동역자, 연회원 모두에게 하
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늘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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