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 Letter: Stop the Persecution of the Korean Church

(Via email transmission)

April 29, 2021

Bishop Grant J. Hagiya    

California Pacific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110 S. Euclid Avenue Pasadena, CA 91101

Phone: 626-568-7300

Email: bishop@calpacumc.org    

Dear Bishop Grant Hagiya: 

This letter is tendered in the hope that it would receive your kind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My name is Stuart Ahn, and I am the President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Laity 

Network in the United States. O Network has five regional Vice Chairs, representing about 

40,000 Korean lay members across the United States.

I am writing this letter on behalf of the council members of the Korean UMC Laity Network. 

This is to inform you of our great concerns following the recent notification of discontinuance of 

appointment of senior pastors of the Korean Churches that transpired in the California Pacific 

Annual Conference.

On Wednesday, April 21st, the Bishop of the Cal-Pac Conference notified the removal of the 

three Korean church pastors, after June 30th, 2021. The problematic reason is that “they have 

been inciting the neighboring churches and pastors to leave the denomination and not abiding by 

the course of our conference set by the Bishop.”

Even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of COVID 19 Pandemic, the Korean church and its pastors 

have been faithfully fulfilling our ministry without skipping a day. From Online worship to new 

ministries, community serving Food Bank ministry, the 40 days of early morning prayer services, 

and the launch of an online lay training program which have been amazing. Where is the 

Bishop's encouragement and consideration for the pastors that have faithfully served the church 

and maintained the solidarit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during the pandemic? Rather than 

supporting and encouraging them, the Bishop is leading the Korean churches into an unnecessary 



conflict and chaos by punitively appointing Korean church pastors who have held traditional

positions. Where is the Bishop’s leadership toward the faithful Korean churches in this shocking, 

unilateral and biased decision?

We do all know that pastors come and go. We do all understand that. And that is especially true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with the system of itinerancy. With all due respect, we 

recognize the authority of the Bishop over the appointment of pastors to the local churches, but 

not in this way, not for this reason, and not now.

Over the years, Bishop Hagiya has been personally and officially stating that we can coexist 

regardless of our differences in the theological positions, cultures, and traditions by respecting

one another. You are aware of the theological position of many Korean churches, laity, and the

pastors in the Cal-Pac Conference which is a traditional position. However, you have accused the 

three pastors of encouraging and recruiting members and other churches to leave The United 

Methodist Church. We, the laity, can tell you clearly, that is absolutely and positively false. In 

addition, the conference leadership ignored the Book of Discipline and the decision to 

discontinue the appointment for not following the course set by the Bishop is a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ocedures. Moreover, this is a baseless punitive action, taking the Korean church 

lightly, and an insult to the entire Korean churches.

Removing Korean church pastors without prior consultation is a result of a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Book of Discipline. This action is far from fairness

and justice toward minority churches and Asian minority churches the Bishops has harped on 

over the years. 

The notification of discontinuance, especially targeting the three influential Korean churches in 

the Cal-Pac Conference, is a racist action towards the Korean immigrant church. This chaos is 

causing great and irrecoverable damage to the church, and the action which the Bishop should 

have never taken. Please withdraw this unjust decision immediately.

We are a racial minority and also a minority in upholding what the Book of Discipline stands for,

which is in line with the Bible. It is not only undermining the integrity of the Korean churches, 

but also harming it.

The pastors of the Korean church have carried out their responsibility of helping the laity 

understand 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nd the Bible in the midst of 

the chaotic issue of Human Sexuality. This decision not only violates the amicable spirit of the 

Protocol of Reconciliation and Grace through Separation (which upholds “being upheld in 

abeyance” meaning neither side will face repercussions until the decision to separate gets 



approved at the General Conference), but also damages the Korean church that has a different 

theological view than the Bishop. 

We’re also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Rev. Jae Duk Lew, Chair of Korean National Caucus 

of The UMC and the Pastor of Valley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Rev. Sunghyun 

Jonathan Lee, former Chair of Korean National Caucus of The UMC and the Pastor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an Diego, and Rev. Nak-in Kim, Chair of Korean Caucus at Cal-

Pac Annual Conference of The UMC and the Pastor of Bell Memorial United Methodist Church 

were notified of their removals on the same day. This is clear evidence that the Cal-Pac 

Conference is targeting and persecuting the Korean Church community. This is a punitive 

appointment towards the Korean Churches that has a traditional theological position. The 

Bishop’s action is a testament to ignoring the Korean American United Methodist Church 

community across the country.

We do know that pastors are servants of the Lord who have been called and answered the call to 

our God. It is our sentiment that these clergy members are anointed, subjects of respect, and to be 

protected. Bishop, if any one of us or our community is insulted, or our core values are attacked, 

you should know that we will never take such insults cast upon us lightly. The decision to 

remove the pastors is a misuse of power by the powerful person like you while ignoring the 

Korean churches and insulting the faithful heart of the Korean UMC laity members. Such actions 

by the leaders of the denomination will only solidify us and begin a holy resistance to overcome 

the persecution of faith.

We do not want this kind of conflict. Thus, we’ve been minding our own business. But what are 

we supposed to do when you pick on us, who are the ethnic church and racial minority, in such a 

rude and ruthless way? However, if through this we can protect our faith, what we believe, then 

this will be our mission.

Problems with this decision:

1) This decision is an unrighteous and blatant persecution against the Korean church that 

complies with 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by the cabinet that does 

not comply with the Book of Disciple and the Bishop whose term was already expired.

2) It is an undemocratic argument that all churches and pastors must unconditionally agree to the 

course of action the Bishop mapped out for the Annual Conference.

3) The notification of discontinuance of appointment is institutional racism shown by the 

denomination targeting the Korean churches, and this is the concrete evidence of Asian racial 

discrimination.





공개서신: 한인교회에 대한 핍박을 중단해 주십시오. 

(Via email transmission) 

April 29, 2021

Bishop Grant J. Hagiya    

California Pacific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110 S. Euclid Avenue Pasadena, CA 91101

Phone: 626-568-7300

Email: bishop@calpacumc.org    

하기야 감독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 편지가 감독님의 따뜻한 이해와 배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보냅니다.  

제 이름은 안성주(스튜어트)이고, 미국내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본 연합회는 미국 5 개 지역에 5 명의 부회장을 두고 미 전역 약

4 만명의 한인 평신도를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저는 연합회를 대표해서 연합회 임원회의 권면을 받아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가주태평양연회 (California Pacific Annual Conference)에서 발생한 한인교회

담임목회자 파송중지 통보에 따른 우리들의 우려와 분노를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지난 4/21 수요일 캘팩연회는 3 명의 한인교회 담임목회자들에게 2021 년 6 월 30 일

이후 현재 교회에 더 이상 파송하지 않을 것이라는 감독님의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유가 <해당 목회자들이 교인들과 주변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교단을

나누는데 동조하고 연회를 떠나도록 선동하였고 그것은 감독님이 연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한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코비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은 이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새로운 사역, 커뮤니티를 섬기는 Food 

Bank 사역은 물론 40 일 새벽기도와 온라인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성을 지켜온 한인교회에 대한 감독님의 격려와 배려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도와주고 격려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전통주의적 입장을 지닌

한인교회 목회자에 대한 처벌적 파송으로 한인교회를 연회와의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감독님의 지도력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압니다. 목회자는 오실 때가 있고 또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파송이라는

제도가 있는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연합감리교단의 감독님에게 파송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이유로, 또 지금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동안 하기야 감독님은 신학적 입장이나 문화, 전통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계속 말해왔습니다. 캘팩연회에 속한 한인교회는

인종적으로 소수일 뿐만 아니라 연합감리교회 장정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믿는 소수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인교회와 평신도, 목회자의 신학적 입장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장정에 불복종하는 연회의 방향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번

결정은 불의한 처벌적 파송입니다. 

또한 연합감리교회 장정이 정한 협의과정 (consultation)도 없이 한인목회자에 대한

파송중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그동안 감독님이 강조해온 소수민족교회, Asian 

minority churches 를 향한 공평과 정의와는 너무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특별히

캘팩연회 한인교회 안에서 영향력있는 3 교회를 타겟으로 한 이번 파송중지 통보는

아시안 이민교회인 한인교회를 향한 인종주의적 행동입니다. 이런 혼란은 교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교회의 감독으로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정의롭지

않은 결정을 즉시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교단이 동성애 문제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연합감리교회의 장정과 성경의 이해를 돕고, 연회에 속한 교회의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파송결정은 교단분리안 the Protocol 이 제안되고, “교단총회의 분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로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정서 the 

Protocol 의 정신을 깨뜨리고, 감독님과 신앙적인 입장이 다른 한인교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장 밸리연합감리교회 류재덕 목사, 전

한인총회장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현 목사, 캘팩연회 한인코커스회장 김낙인

목사에게 같은 날 똑같이 통보된 것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캘팩연회가

한인교회 공동체를 타겟으로 핍박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전통주의

신앙관을 가진 한인교회를 향한 처벌적 파송이며, 미 전역의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는 감독님의 입장을 보여준 행동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응답한 거룩한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직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존경의 대상이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감독님, 우리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우리 공동체가 모욕을 당하거나, 우리의 중심 가치가 공격을 당하면, 우리들은

우리에게 던져진 모욕을 절대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파송중지 결정은 어떻게 보아도 한인교회를 무시하는 권력자의 갑질행위이고, 한인

평신도들의 신앙정서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교단지도자들의 행동은

한인교회들로 하여금 단결하여, 핍박을 신앙안에서 이겨내기 위한 거룩한 저항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인교회는 이런 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거칠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우리

소수민족 교회를, Racial minority 를 불러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믿는 바를 지켜낼 수 있다면, 이제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의 문제점: 



1) 이번 결정은 장정에 따라 이미 임기가 만료된 연합감리교회 감독님이, 장정을

준수하지 않는 감리사회와 함께 연합감리교회 장정을 준수하는 한인교회에 대한

불의하고 노골적인 핍박입니다. 

2) 파송중지 통보사유가 <감독이 연회를 이끌고 가는 방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독님의 연회운영 방향에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무조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주장입니다.  

3) 이번 파송중지 통보는 연합감리교회 교단이 한인교회를 타겟으로 보여준

Institutional Racism 이며, 아시안 인종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4) 이번 통보는 캘팩연회 감독과 캐비넷이 서로를 존중하고 화해하기로 한

연합감리교회의 교단정신을 깨뜨리고 있는 비신앙적 행동입니다. 

우리의 입장: 

1. 캘팩연회와 연합감리교회 감독님, 지도자들은 한인교회를 향한 불의한 신앙적

핍박을 즉시 멈추어 주십시오. 

2. 캘팩연회와 연합감리교회 감독님들은 한인교회와 아시안 소수인종 교회를 향한

인종차별주의적 교단행정을 즉시 멈추어 주십시오. 

3. 캘팩연회와 연합감리교회의 감독님들은 한인교회의 전통주의적 신앙관을

존중해 주십시오. 

4. 캘팩연회와 연합감리교회 감독님들은 현재 교단분리 결정이 미루어진 상황에서

교회와 목회자가 요청하지 않은 목회자파송을 일단 연기해 주십시오. 

5.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이 정한 목회위원회 SPRC 의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던 이번

파송중지 통보를 취소해 주십시오.

6. 이러한 한인교회 평신도연합회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연합감리교회 장정을 어기고 있는 감독님과 감리사님, 그리고 연회에 대한 법적

대응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성주 장로 (LA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연합회 회장  



최정관 장로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서부지역 평신도연합회 회장

윤용중 장로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중북부지역 평신도연합회 회장

황철현 장로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중남부지역 평신도연합회 회장

최관호장로 (뉴져지연합교회) 동북부지역 평신도연합회 회장

유영래장로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동남부지역 평신도연합회 회장

Cc: Cal Pac Bishop, DS, Conf. Staff, Active US Bishops, Retired Bishop YJ Cho

KA UMC, AKC UMC, NFAAUM, AALM, UMNews, UMCom, GCOR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