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8 회 미국 장로교 한인 은퇴목사 및 사모회
-

정기 총회 회의록

-

제 18 회 미국장로교 한인은퇴 목사 및 사모회 총회가 2019 년 5 월 22 일과 23 일 걸쳐
플로리다 주 올랜도 시 로젠 플라자 호텔(Rosen Plaza Hotel, 9700 International Dr.,
Orlando, FL 32819)에서 열리다.
제 1 부 개회예배 5/22/19 11:00 am
1 부 개회예배는 호텔 Salon 4 room 에서 11:06 am 에 개회예배를 시작하다. 회장 이유신
목사의 환영인사가 있은 후 조남홍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찬송가 435 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다같이 부르고 허 성실 사모의 왕상 3:6 성경을 봉독 하다. 이어서 이종형 목사의 “주 앞에서 주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다.

그 다음 김진훈 목사가 딤후 4:5-8 까지의 성경을 봉독 한 후

12 분의 소천하신 회원을 추모하는 기도를 하다.
소천하신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여진 목사 (2018 년 5 월 31 일, 94 세)
김철환 목사 (2019 년 2 월 2 일, 82 세)
문동환 목사 (2019 년 3 월 9 일, 98 세)
서준덕 목사 (2018 년 8 월 5 일, 91 세)
이길부 목사 (2019 년 1 월 14 일, 78 세)
정용철 목사 (2018 년 7 월 25 일, 100 세)
김정현 사모 (김용준 목사, 2018 년 10 월 24 일, 91 세)
노순신 사모 (노원철 목사, 2018 년 6 월 20 일, 79 세)
안신자 사모 (안동성 목사, 2019 년 2 월 8 일, 74 세)
장정순 사모 (장윤성 목사, 2018 년 10 월 11 일, 85 세)
정화란 사모 (정봉은 목사, 2019 년 2 월 16 일, 87 세)
강형길 목사 (2019 년 5 월 18 일, 80 세)
11:37 am 안창의 목사의 축도로 마치다.

제 2 부 정기 총회
5/23/19 11:00 am
11:05 am 에 회장이 기도 한 후에 서기 서정길 목사의 회원 점명이 67 명 참석을 보고하여
성수가 되어 개회를 선언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다.
1. 개회사 및 기도: 회장
2. 회원 점명: 서기 서정길 목사
3. 개회 선언: 회장
4. 회순 채택: 임시로 채택하여 받다.
5. 보고:
가. 회장보고- 회칙 2 조에 있는 본회의 목적에 명시된 것을 수행하기 위해, 회원 상호 친목과
복지증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2 세 목회 지원과 협력을 집중적으로 하였다.
KARMSS 재정 확보를 위해서 NCKPC 산하 지 교회에 후원금 협조 공문을 보낸 후 응답이 없는
나머지 60 여 교회에 재차 전자 편지를 보내어 서 많은 협력과 지원을 얻었다.
나. 총무보고- 회지 발행을 위해서 지역통신원과 함께 원활하게 진행 하였다. 앞으로는 EMail 이나 Website 를 통해서 우리들의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로 건의하며 다시 지역
통신원들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지역 통신담당은 다음과 같다.
노남길 목사(Synod of Northeast/동부한미노회/Synod of Trinity)
허인회 목사(Synod of Rocky Mts./Synod of Alaska - Northwest)
김종엽 목사(Hawaii)
이응창 목사(Synod of South Atlantic)
노재상 목사(Synod of Lincoln, 중서부 한미노회, Synod of Covenant, Synod of Lakes
& Prairies)
백도현 목사(한국)
류제원 목사(Synod of Living Waters/Sun)
천방욱 목사(Synod of S. California)
신동환 목사(Synod of Mid Atlantic)
김경재 목사(Synod of Pacific)
다. 서기보고- 전 회의록 보고는 서기 서정길 목사의 낭독대신 회의록 p 5- p 7 에 기록된 대로
받기로 하다.

라. 회계보고A. 감사보고
감사(이승태 목사, 임형태 목사)보고로 이승태 목사의 보고가 있었다. 감사 내용은 두가지
면에서 보았다. 첫째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금전 출납관리에서 자료가 잘 보관 되었는지?
하는 점과 둘째 은행 statement 와 영수증 수입, 입금, 수표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결국 금번
회계는 $10 단위금액까지 아주 잘 보관 되어 있었다.
B. 회계보고
수입 결산 $ 35,254.07 지출 결산 30,163.56 이월금 $5,090.51 으로 된, 나누어 준 서류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2020 년 예산안은 수입 $31,090.51 로, 지출 $31,090.51 로 새
임원회에서 수정 할수 있음을 예견하고 가예산으로 받기로 하다.
마. 선교부 (김경재 목사) - 중국 내 몽고에서 사역하는 반호 선교사의 선교보고(총회전에)와
신영순 선교사의 킨슬러재단의 북한 선교 보고(총회 중에)를 5 분씩 받다.
바. 친교부 (김정삼 목사) - 생일을 맞는 회원들에게 계속 카드를 보냈다. 회장이 대신 보고하다.
사. 복지부 (배숙희 목사) - 제 3 부 환영 및 축하에 나와 있는 대로 생신 및 금혼 축하 등의 순서로
대신한다.
6. 헌의안 및 안건 토의:
가. 헌의안 - 제 18 회 KARMSS 총회 회의록 p8 에 나와 있는 대로 NCKPC 50 주년 희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0 년간의 지교회와 총회의 중요한 역사적 문건과 기록들을
수집, 정리, 보존하기 위한 “역사위원회”의 구성을 NCKPC 총회에 헌의하기로 하다.
나. 건의안- A. NCKPC 의 총회 프로그램과 전반적인 사역의 갱신을 통해 말씀과 성령 중심의
역동적이고 신앙적인 공동체로 회복하는데 힘써 줄 것을 총회와 임원회에
건의하다.
B. 각 지교회가 조국 평화통일을 위해 토요 기도회나 주일예배시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매년 광복절 주일을 “조국평화통일 기도주일”로 지정할 것을 건의
하기로 하다.
다. 기타안건- NCKPC 총회기간에 진행되는 주제 강의가 우리 은퇴목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로 임원회에 일임하다-이종형 목사
7. 임원 선거: 중경 회장단의 공천 위원회 (위원장: 홍춘만 목사, 서기: 김진훈 목사) 는 회장에
조남홍 목사, 부회장에 김경재 목사를 선출하였고 이어서 회장단은 총무에 김국진 목사,

서기에 서정길 목사, 회계에 노남길 목사, 감사에 안창의 목사와 홍춘만 목사를 선출하다.
또한 선교부장에 송석민 목사, 복지부장과 친교 부장은 임원회로 위임하기로 하다.
(추후 5/24 ) 임원회/호텔식당에서 복지부장에 박신화 목사, 친교부장에 이정렬 목사로
임명하다)
8. 신구 임원교체, 서약 및 기도, 인사: 천방욱 목사의 헌법 질문이 있은 후에 신구 임원이
교체되다.
9. 퇴임사: 모든 회원들과 임원들께 감사하며 앞으로 총회 헌의안을 다룰 위원으로 몇 년간
봉사하게 될 것을 밝힌 이유신목사의 퇴임사가 있었다.
10. 취임사: 앞으로 Website 를 통해서 KARMSS 회지를 발간하여 회원들의 소식을 나누도록
하며 또한 후세 목회자들의 목회와 선교를 돕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조남홍 목사의
취임사가 있었다.
11. 공로장 전달: 이유신 전임 회장에게 조남홍 신임회장이 공로장을 전달하다.
12. 신안건:
가. KARMSS 회원임을 알리는 뺏지를 모자와 함께 제작하여 나누기로 하되 자세한 것은
임원회에 일임 하기로 하다.
나. 우리에게 헌금한 개인 혹은 교회들에게 감사 편지를 하기로 하다.
13. 폐회 기도: 신임 회장 조남홍 목사 의 기도로 2 부 순서를 마치다.
제 3 부 환영 및 축하: 5/23/1:30 pm
1:40 pm 에 배숙희 목사(복지부 부장)의 사회로 축하 순서를 가지다.
축하 받으실 분들
• 9 순 생신: 김세희 목사, 배숙자 사모, 정영자 사모, 조덕현 목사, 현경봉 목사
• 8 순 생신: 신현정 목사, 최희숙 사모, 최매선 사모, 유희신 사모, 박증자 사모, 배보희 사모,
변승지 목사, 송영자 사모, 양영숙 사모, 양희철 목사, 이영숙 사모, 허인회 목사, 장영자 사모
• 7 순 생신: 손 순 목사, 김찬연 사모, 박신숙 사모, 공정선 사모, 신동환 목사, 윤영근 목사,
이정숙 사모
• 금혼 (결혼 50 주년): 김선배 목사 부부
*참석하신 다섯분(손순, 신현정, 최희숙, 김선배, 김춘자)을 축하 했으며 전 참석회원은 떡과
음료로 축하 교제를 가지다.

● Honors
가. 출판소식
-임형태 목사/호남과 영남지역선교에 관한 책 3 권 출판/ 4 번째 책으로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믿음 이야기를 쓴 “어린 새벽은 우리를 찾아온다 합니다”을 출판하다.
-김진숙 목사/홈레스 사역에 관한 책 한글판과 영어판을 출판하다.
-홍춘만 목사/신구약 성경문제에 관한 책 출판하다.
-유양업 사모/ ‘지금도 기다릴까’ 등 2 권을 출판하다.
나. 문전섭 목사의 3 대가 이번 총회에 출석하다.
신입 회원을 환영하다.
1. 이정렬 목사 CA / Redwoods Presbytery
2. 권영고 목사 (구혜경) CA / San Jose Presbytery
3. 김광수 목사 (천사라) CA / San Jose Presbytery
4. 김정문 목사 (김신길) NJ / Eastern Korean American Presbytery
5. 손 순 목사 (손향숙) GA / Greater Atlanta Presbytery
6. 반 호 목사 중국 내몽고 / Midwest Korean American Presbytery
7. 우수환 목사 (우미혜) NJ / Eastern Korean American Presbytery
8. 박신화 목사 CA / Pacific Presbytery
9. 김형규 목사 (김명숙) NY / Eastern Korean American Presbytery
2019-2021 회원 수첩 배포 - 류제원 목사
총회 참석 보조비 전달: 노남길 목사
총회 참석자 명단
권오덕, 신영순. 김경재. 김광선, 김현옥. 김국진, 김혜숙. 김선배, 김춘자. 김성웅,김희자. 김인식,
김화자. 김정문. 김진훈, 김애순. 김형규. 노남길, 노써니? 노재상, 노향실. 류제원,류은자. 문전섭,
유양업. 박신화. 반 호. 배숙희, 배국진. 서정길, 서은희. 손 순, 손향숙. 송석민.신현정,최희숙.
안창의, 안연주. 우수환, 우미혜. 이승태, 이정열. 이원걸, 이은자. 이유신, 이정희. 이응창,이명애.
이일봉, 이영자. 이정렬. 이종민, 이세은. 이종형, 이남선. 임형태. 조남홍, 조안순. 천방욱.최명배,
최귀숙. 한석원. 허중호, 허성실. 홍춘만. 윤문수, 윤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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