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17th Annual Stated Meeting
May 16-17, 2018
San Diego, CA

미국장로교 한인 은퇴목사 및 사모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tired Ministers
& Spouses & Survivors
The Presbyterian Church (U.S.A)
제 17 회 미국 장로교 한인 은퇴목사 및 사모회 정기 총회

2:
2018 년 5 월 16 일 (수) - 17 일 (목)
Double Tree by Hilton, San Diego-Mission Valley
7450 Hazard Center Dr., San Diego, CA 92108
제 1 부 KARMSS Conference: 5 월 16 일 7:30 - 9:00 PM

사회: 이원걸 목사(총무)

회장 인사

안창의 목사

연금국 소식

Carol Jeon, Board of Pensions, PC(USA) / 7:30-8:00

노후 건강 관리

Dr.임춘수 장로

8;00-9;00

( San Diego 우리성모병원 신경내과 및 내과원장)
제 2 부 개회 예배: 5 월 17 일 9:00 AM

인도: 이유신 목사(부회장)

• 찬송가:
• 성경:

목사 혹은 사모

• 설교:

안창의 목사(회장)

• 소천하신 회원 추모기도:

목사

소천하신 회원
심관식 목사 (2017 년 8 월 6 일, 84 세)
김용인 목사 (2018 년 1 월 4 일, 87 세)
이동승 목사 (2018 년 2 월 12 일, 92 세)
이동준 목사 (2018 년 2 월 18 일, 90 세)
정남식 목사 (2018 년 4 월 12 일, 87 세)
김광명 사모 (최찬영 목사, 2017 년 9 월 16 일, 87 세)
• 축도

목사

제 3 부 정기 총회: 5 월 17 일 10:00 AM
목사(회장)
• 개회사 및 기도: 회장
• 회원 점명: 서기 조남홍 목사
• 개회 선언: 회장
• 회순 채택: 다같이
• 전 회의록 보고: 서기
• 감사 보고: 노재상 목사, 최명배 목사

사회 안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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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보고: 회계 노남길 목사
• 회장 보고: 회장
• 총무 보고: 이원걸 목사
• 각 부 보고: 선교부 (김경재 목사), 친교부 (이충남 목사), 복지부 (배숙희 목사)
• 헌의안 및 안건 토의: 다같이
• 임원 선거: 다같이
• 신구 임원교체, 서약 및 기도, 인사: 천방욱 목사
• 퇴임사: 안창의 목사
• 공로장 전달: 신임 회장
• 취임사: 신임 회장
• 신안건: 신임 회장
• 닫는 기도: 신임 회장
제 4 부 환영 및 축하: 5 월 17 일 11:00 AM

배숙희 목사(복지부 부장)

축하 받으실 분들
• 정용철 목사님의 100 세 장수
• 9 순 생신:김평목사,임인환목사,윤의조사모
• 8 순 생신:강형길목사,김사무엘목사,김인식목사,노재상목사,이종성목사,정관봉목사,
최명배목사, 홍춘만목사,김영주사모,송영자사모,유영은사모,허성실사모
• 7 순 생신: 박준희목사,서정길목사, 이원걸목사,이경애사모,조안순사모,한연숙사모,
• 금혼 (결혼 50 주년):
신입 회원:
•

박관준 목사 (공능복 사모) -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

김정삼 목사 (안주영 장로) - Midwest Korean American Presbytery

•

정창은 목사 (정수선 사모) - Baltimore Presbytery

•

김광선 목사 (김현옥 사모) – Presbytery of San Francisco

•

송석민 목사 (윤혜순 사모) - Eastern Korean American Presbytery

•

김수광 목사(김수인사모) Miami Vallery Presbytery

•

김성웅 목사(박희자 사모)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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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자 사모(고,이순각 목사)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축하케익 나눔 및 친교: 기도 배숙희 목사
총회 참석 보조비 전달: 노남길 목사
총회 참석자 명단
강은홍 2 권영고 2 김경재 1 김국진 2 김인식 2 김정삼 2 노남길 2 노원철 2 노재상 2 류제원 2
문전섭 2 박은규 2 배숙희 2 백도현 2 서정길 2 송석민 1 신정인 1 신현정 2 안창의 2 윤명호 1
윤문수 2 이승태 2 이원걸 2 이유신 2 이일봉 2 이정렬 1 이종민 2 이충남 2 임형태 1 정관봉 1
정창은 2 조남홍 2 천방욱 1 최명배 2 홍춘만 1 홍효균 2 황태준 2 이정자,
김성웅(2),김수광(2),노영민,유영자, 이은균, (73 명)

제 16 회 미국 장로교 한인 은퇴 목사 및 사모회 정기총회 회의록
제 16 회 미국장로교 한인은퇴 목사 및 사모회 정기총회가 2017 년 4 월 26 일 수요일 오후 (1:30 - 4:40
pm)에 서울 엠배서더 호텔에서 열리다. 박오현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내빈으로 참석한 서울 은퇴 목사회
회장 고민영 목사가 소개되었고 이어 고 목사의 내빈 인사가 있었다.

제1부 연금국 소식: 총회 연금국의 캐롤전 간사가 요약해서 전해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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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월 1 일부터 연금이 2% 인상 되어 지급된다.
2) 총회 연금국은 현재 연금지불에 충분한 기금이 확보 되어 있는 상태다.
3) 본인의 연금에 관한 지급액 및 연금증명서 발급 등 모든 개인정보는 연금국 웹사이트에
오른쪽에 Benefit Connection 을 참고하여 활용하라.
4) 주소변경등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5) 지급 은행을 바꿀 때에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단 후에 서명이 필요하다.
6) 보조금은 보증된 것이 아니라 Joy Offering 상황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7) Medicare supplement coverage 에 이상이 있어 연락하면 도와 드린다.

제2부 개회 예배: 박오현 회장의 인도로 찬송가 348 장 “나의 갈길 다가 도록”을 부른 후에 배숙희
목사의 사도행전 16 장 6-10 절 봉독이 있었다. 이어서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담임 김기석
목사의 인간이 계획할 수 있지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 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 하다는 요지의 내용으로 “계획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은 후 이승태 목사가 소천하신 회원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강은홍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다. 소천 회원은 다음과 같다.
회원
▪

고 유 시욱 목사 (2016 년 7 월 30 일, 88 세)

▪

고 최 창욱 목사 (2016 년 9 월 25 일, 90 세)

▪

고 배 수호 목사 (2016 년 10 월 14 일, 82 세)

▪

고 김 정자 사모 (반 병섭 목사, 88 세)

▪

고 김 윤국 목사 (2016 년 11 월 23 일, 94 세)

▪

고 윤 승구 목사 (2016 년 12 월 3 일, 75 세)

▪

고 양 영배 목사 (2017 년 1 월 17 일, 90 세)

▪

고 구 은주 사모 (이 성철 목사) (2017 년 2 월 2 일, 77 세)

▪

고 홍 폴 목사 (한국 이름:홍 기호 목사)((2017 년 3 월 8 일, 80 세)

▪

고 반 병섭 목사(2017 년 3 월 25 일, 93 세)

▪

고 필 유일 목사 (2017 년 4 월 23 일, 90 세)

▪

고 장 일형 목사 (97 세)

제 3 부 정기총회: 회장이 기도한 후에 서기 조남홍 목사의 회원점명이 있었다. 59 명이
출석했으므로 정족수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회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회순채택: 임시로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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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회의록 보고: 유인물로 받다.

•

감사보고: 감사, 노재상 목사가 출납관계, 은행관계, 계산관계가 잘 되어 있음을 보고하다.

•

결산보고: 회계 이원걸 목사의 수입총액 30,437.85 원, 총지출 26,676.78 원, 이월액
3,761.07 원으로 보고하다.

•

총무보고: 총무 이유신 목사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1) 뉴스레터 발행을 위하여 지역통신을 담당한 회원들에게 감사하다.
2) 회원이 증가하여 300 여분에게 발송하고 있다.
3) 은퇴 목사회를 위해서 63 교회에서, $15,000 을 지원하다.
4) 임춘식 선교사 사무실에서 400 만원 ($3,650) 불을 지원하다.
5) 회보 발간을 위해 좋은 글을 보내주기 바란다.

•

각부 보고 :
a. 선교부: 김경재 목사가 김인식 목사의 안내로 20 명이 참석한 중국방문에 대한 보고를
하다. 상해의 화동신학교 및 목원당교회, 북경의 연경신학교 와 청화문 교회를
방문하였으며 북한 어린이 결핵퇴치를 위하여 헌금을 하였고 그 금액 ($690)을 은퇴
목사회 선교비에 더하여 사용 되도록 제출하다.
b. 김인식 목사의 보고 : 선교비 300 불이면 1200 명을 살린다. 함경도 지역 결핵아동의
치료를 위하여 UN 을 통해 치료약 재료를 사서 보내고 있다.
10 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속회하다.

•

신구임원교체 및 서약: 천방욱 목사의 신임 회장에 대한 헌법질문 및 서약과 기도가 있은 후에
박오현 목사의 퇴임사가 있었고 신임회장 안창의 목사가 공로장을 전임회장에게 전달하였다. 새로
구성된 임원들은: 회장 안창의, 부회장 이유신, 총무 이원걸, 서기 조남홍, 회계 노남길, 역원
선출은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하다. 감사로는 노재상 목사와 최명배 목사가 유임되다.

•

조국의 평화와 복지를 위한 기도를 회장 인도 하에 통성기도 한 후 회장이 마무리 기도를 하다.

•

새로 참석한 회원들을 소개하다: 양해건 목사, 김선배 목사, 김춘자 목사, 황태준 목사, 안중식 목사,

•

신임회장의 닫는 기도로 폐회하다.

제 4 부 환영 및 축하
1) 축하 받을 회원을 소개하다
▪

김 진양 목사 "주제 별 하나님의 약속" 출간

▪

정 용철 목사의 80 주년 결혼기념

▪

노재상 목사, 미합중국 평생 업적 공로로 오바마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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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숙 목사, 자서전 “보라 빛 희망” 출간

▪

8 순 김옥교 사모(김종엽 목사, 08/10/37), 노영민 사모(노반석 목사, 03/06/37)

▪

금혼 - 박오현 목사(유희신 사모), 김인식 목사(김화자 사모), 황태준 목사(장영자 사모),
배숙희 목사 (배국진 장로), 문전섭 목사 및 사모

2) 신입 회원 축하
•

박성철 목사(박은주 사모)-Twin City Area 노회- 결석

•

노원철 목사(진순신 사모)-Presbyter of the Pacific-결석

•

신동환 목사(신영화 사모)-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출석

•

강요섭 목사(장한나 사모)-Presbytery of San Gabriel-결석

•

김명복 사모(고 김종환 목사)- Presbytery of Grace-결석

•

임형태 목사(임병현 사모)-Presbytery of Pueblo)-출석

3) 축하 케익 나눔 및 친교
4) 회원 수첩 전달: 류제원 목사
5) 총회 참석 보조비 전달: 이원걸 목사
참석자 명단
강은홍, 강매선

권영섭

김경재, 김은숙

김국진, 김혜숙

김선배, 김춘자

김유배, 김혜숙

김인식, 김화자

김종엽

김진훈, 김애순

김진숙

노남길

노재상, 노향실

류제원, 류은자

문전섭

박성철, 박은주

박오현, 유희신

배보희 (홀사모)

배숙희, 배국진

백도현, 이양자

신동환, 신영화

신영순, 권오덕

심만수, 심명자

안중식

안창의, 안연주

양해건, 양영숙

양형춘

양희철

윤문수, 윤지순

이승태, 이정열

이유신, 이정희

이원걸

이응창, 이명애

이종민, 이세은

임형태

정관봉, 김화자

정재두

조남홍, 조안순

천방욱

황태준, 장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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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2
미국장로교 한인 은퇴목사 및 사모회 회칙
제1장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미국장로굫 한인은퇴 목사회 (Korean Association of Retired
Ministers, Spouses and Survivors, 약칭: KARMSS 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상호 친목 및 복지를 증진하여 더욱 빛나는 여생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회원
제 3 조(자격): 본회 회원은 은퇴한 PCUSA 한인목사와 그 배우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하고 본 회칙을 수락한 자로 한다.
제 4 조 (의무와 권리): 본회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한 액수의 회비를 필히 납부해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 운영에 동참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장임원회
제 5 조(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1 인, 부회장 1 인, 총무 1 인, 서기 1 인, 회계 1 인으로 한다.
제 6 조(임무):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통괄한다.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 - 본회와 대내외 교섭과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를 지휘 감독한다.
서기 - 본회의 제반 문서와 회의록을 정리보관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회계 - 본회의 재정 수납을 정리 보관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조(선거): 회장과 부회장은 본회에 입회한 후 2 년이상 성실하게 본회에 협력하며 그
의무를 잘 감당한 회원으로서 증경회장단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총무, 서기, 회계는 신임 회장단이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8 조(임기): 본회 임원이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제 9 조(보선):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임원회에서 선정 발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각부 위원
제 10 조(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의 부서를 두어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며, 각 부서에는
약간명의 부원을 둘 수 있다.
1. 회원복지부: 신입회원 가입과 회원 활동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을 계획하며 진행한다.
*(총회시 등록금 및 여비 충당을 계획한다)
2. 선교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진행하며, 복음 전파와 선교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3. 친교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경조 사항을 관장한다.
(각 부서의 필요한 부원의 선정권은 부장의 재량에 맡긴다.)
제 11 조(선임 및 임기): 각 부서의 부장은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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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 12 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NCKCP 회기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제반 안건을 심의
결의한다.
제 13 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하여 목적과 임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 (성수와 결의):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을 성수로 하고,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재정
제 15 조(회비):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기금으로 하고 연 회비의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후원금, 찬조금): NCKPC 산하 각 교회에서 매년 후원금 100 불 또는 그
이상의 찬조금을 받는다.
제 16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NCKPC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17 조(감사): 본회는 2 명의 감사를 두어 본회의 재정을 회기 말에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부 칙
제 18 조(개정): 본회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9 조(미비): 본회 회칙의 미비된 점은 만국통상 회의법에 준한다.
제 20 조(시행): 본 회칙은 본회에서 채택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미국 장로교 한인 은퇴 목사 및 사모회
KOREAN ASSOCIATION OF RETIRED MINISTERS
& SPOUSES AND SURVIVORS (PCUSA)
입회 원서
미국 장로교(PCUSA)에 속한 한인 은퇴 목사로서 회원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기록하여 회원의 의무인 회비(부부 $ 50, 개인 $30)와 함께 서기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이 되신 후에는 매년 회비를 5월 31일 까지 회계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목사님 성명: 한글______________________ 영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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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성명: 한글______________________ 영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목사님___________년_____월_____일
배우자__________ 년_____월_____일
결혼:__________년_____월_____일
현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집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핸드폰)
E-mail
목사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배우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속 노회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사시 연락처: 이름__________________ 관계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
위와 같이 입회 원서와 회비를 제출하오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Sign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년______월______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