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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남부 연회 회원여러분!
저는 남부 연회 감독의 직임에 출마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남부연회 감독 후보자로서, 감독의 직임은 행정가 이전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부름
받았음을 명심하겠습니다 . 여러분께서 저를 감독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세상적인 방
법이 아닌 오직 말씀과 신앙으로 감리교회와 남부연회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개척하며 교회를 세운 한 사람으로 동역자들의 수고와 개척교회 , 또 비전교
회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교회들의 밑거름
이 되겠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신뢰하고 협력하고 활기 넘치는 남부 연회를 만들겠
습니다.
이에 저는 “ 함께 부흥 ! 건강한 남부 연회” 슬로건 하에 , 기독교 대한 감리회 남
부 연회의 정체성과 방향성, 그리고 비전으로서 , 「4MC 운동」과 「5 대 정책 」을 제시
하고 공약합니다.
I. 4MC 운동(4 Methodist Change Movement) 은
우리가 가장 자랑스런 웨슬리의 후예로서 , 감리회 정체성 회복과 변화를 갈망하
는 4가지 운동을 말합니다 .
첫째는 복음운동으로, 공유 소통을 통해 하나 되는 연회입니다 .
(요 17:주님이 제자들의 하나 됨을 위한 중보기도의 성취)
이를 위하여 「1,1,1 기도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1,1,1 기도운동」은 매일 하루에 한번 1시에 모든 교회와 성도가 나라와 민족, 감
리회와 연회를 위하여 기도(“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함으로, 예배 회
복과, 회개 기도운동으로 영적 대 각성을 통한 영성회복 운동입니다.
둘째는 성령운동 으로, 나눔 섬김을 통한 성숙 건강한 연회입니다.(행 2:42-47)
이를 위하여 「5K(㎞ )운동을 전개 합니다
「5K 운동」은 예수님의 4 대 사역인 복음을 전파하고 , 가르치고, 치료하고 , 먹이신
사역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으로서 내가 위치한 교회 반경 5㎞ (킬로미터 ) 안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는 운동입니다 . 즉 소외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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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동입니다.
또 이는 사도행전 2장 42~47의 말씀같이 , 교회 안에서 연약한 가족들을 훌로잉
(following)하여 돌보는 운동이요 , 주님의 지체된 교회가 비전교회들을 향하여 나누
는 운동이요, 교회가 불신자 가족들의 섬김과 돌봄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영성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 와 전도 운동으 로, 지역선교와 전도를 통한 부흥하는 연회입니다.
이를 위하여 「VIP 천보 」 · 「아홉 찾기 운동 」을 전개 합니다.
◦ 「VIP 천보 」는 주중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아홉 명의 영혼들을 카드에 적어 기
도하는 운동으로 영혼의 태인 생각 속에 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후
원함으로 전도하여 데려오는 운동입니다.
◦ 「아홉 찾기 」는 누가복음 17장에 “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 주님의 물음 앞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아홉 찾기 기간에 VIP 영혼을 데려오는 운동입니다 .
네 번째는 「쉐마 운동 」으로, “수직 (창 18:19) 수평(행 1:8) 주님의 지상명령 ”을 이루
어 다음세대를 세우는 연회가 되도록 “예수 DNA” 운동으로 더불어 ,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II. 5 대 정책 공약
저는 남부연회의 우선 과제를 전도와 선교에 둠으로써 영적인 부흥과 전도를 통
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1. 선교, 전도정책으로
개체교회, 지방회 , 연회의
◦ 전도 대 조직 및 전도 활성을 돕는 사업적극 추진
◦ 사회적 신뢰 회복과 나눔과 섬김을 통한 선교로 전도하는 연회
◦ 비전교회, 개척성장학교 활성화 , 다양한 교회 성장 사례 발굴 , 공유 나눔
◦ 행복한 목회를 위한 교회 맞춤형 목회 세미나 영성회복
2. 교육 정책으로
교회학교 활성화와 교회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학교 부흥의 다양한 사례 발굴
◦ 4/4분기로 지역 단위 연합 교회학교 살리기 위한 교육과 훈련 및 청소년 사역 활성화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사역자 양성
◦다음세대를 위한 쉐마 교육 , 교회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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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평신도 정책으로
평신도 지도력 및 영성 함양을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 감리교회의 평신도는 리더십
이 지역과 직장, 정치와 시민 사회에서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평신도 훈련
과 지도력 강화, 자원봉사 등 세상속의 소금과 빛으로 더 다가가도록 기회를 열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 평신도 단체 사업 활성화
◦ 각 지방 평신도 선교와 전도 네트웍
◦ 지역사회를 섬기는 네트웍 구축 , 희망봉사단 활성화
◦ 평신도 영성회복과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4. 융복합 AI시대 R＆ D공공정책으로
교회와 교회가 협력하고, 지방과 지방이 협력하여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공동사역
의 비전을 확대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 공교회 회복과 교회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책 활성화
◦ 공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팀 구성
◦ 사회복지 인제 양성과 다문화, 고령사회 대비 전략 및 인프라 구축
◦ 이단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개체 교회 대응전략 마련
5. 연회 인사와 운영정책으로
인사에서의 탕평의 원칙 , 사업에서의 선택과 집중의 원칙 , 연속성의 원칙으로
◦ 연회본부가 연회 소통 가교 역할 감당
◦ 연회 사업과 행정적 낭비요소를 절약하고 구조 조정
◦ 연회 본부가 섬김의 행정을 통한 공유 , 나눔의 공동체
◦ 연회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정책중심의 행정
연회는 개체교회와 지방회의 지체들로 구성된 주님의 몸입니다 . 이제 저는 주님의
몸인 연회를 섬기는 종이 되어 , 다음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데 최
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의 진심과 정책이 마중물이 되어 , 남부 연회가 다시 한 번
이 시대와 사회를 밝힘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 (수직 , 수평 주님의 지상명
령)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존귀하신 목사님 , 장로님!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 함께 힘차게 전진하며 쓰임받기
를 소망합니다. 남부연회 회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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