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국제자대회 일정표
5월 25일 (금)

5월 26일 (토)

5월 27일 (일)

아침식사 7:00~8:00

7:00 AM

2018년
전국제자대회

아침식사 8:00~9:00

8:00 AM

교회로 이동 8:30
주제특강 9:00~10:30

9:00 AM

교회로 이동 9:30
주일예배 10:00~11:00

10:00 AM

Building Discipleship to Transform the World

간증 10:40~12:10

11:00 AM

세상 속의
제자 리더십

공항/관광옵션 11:30
12:00 PM

점심식사 12:20~1:30

1:00 PM

워크숍1 1:30~3:00
2:00 PM

등록 2:00~4:00
워크숍2 3:10~4:40

3:00 PM
4:00 PM

교회로 이동 4:00

5:00 PM

여는특강 5:00~5:40

6:00 PM
7:00 PM
8:00 PM
9:00 PM

소그룹2 4:50~6:20

저녁식사 5:45~6:45
소그룹1 6:50~7:30

저녁식사 6:30~7:30

연합집회 7:40~9:00

연합집회 7:40~9:00

숙소로 이동 9:00

숙소로 이동 9:00

2018. 05. 25~27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San Jose, CA
일정_2018년

5월 25~27일(금~일), 2박 3일
San Jose, CA
공항_SJC (San Jose International Airport)
등록금_$50.00 Check payable to “Discipleship Ministries”
등록처_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 (615) 340-7028
등록문의_김소영 사무장 (skim@UMCdiscipleship.org)
등록마감_2018년 4월 22일(주일)
장소_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2018 전국제자대회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에서 5월 말 Memorial Day Weekend에 열립니다. 
이 대회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를 세워 교회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전국의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 연합감리교회에 관한 역사, 신학, 사명, 비전, 책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얻고, 팀 사역에 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을 기르고, 예배, 교육, 선교, 봉사 등 교회의 기본 사명에 
충실하며,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 대회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전국지도자대회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섬기는 지도자로, 주님의 제자로 사 
명을 다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넓히고자 합니다. ‘지도자’ 대회라는 이름 때문에 지도자만 참석하는 것으로 오해 
하는 때도 많았지만, 이 대회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평신도와 목회자에게 열려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열리는 이 대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훈련을 받고 교제함으로 연합감리교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며 교회에 대해 더 큰 안목을 갖는 의미 있는 모임과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대회는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와 파트너교회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와 북 
가주 한인코커스에서 협력하여 준비합니다. 

2018 전국제자대회 워크숍 안내

2018 전국제자대회 강사진 안내
예배와 특강 
주일예배  
저녁 집회  
기독교 2000년 역사와 평신도 사명 
변화 속의 한인교회 

강사
미네르바 카르카뇨 | 샌프란시스코 주재감독
정성학 목사 | 기적의교회
이은재 교수 | 감리교신학대학교
김광기 목사 |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워크숍  
UMC 아이덴티티와 개체교회 
한인교회와 디아스포라: 전망과 과제 
어린이/청소년사역 활성화 방안 
청년사역 활성화 방안 

주일예배 강사  미네르바 카르카뇨 감독 Bishop Minerva Garza Carcaño
Bishop Minerva Garza Carcaño became the first Hispanic woman to be elected 
to  the  episcopac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2004  by  the  Western 
Jurisdiction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he currently serves 
as Bishop of the San Francisco Area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nd is an 
official spokesperson for the United Methodist Council of Bishops on the issue 
of  immigration.  Bishop  Carcaño  is  a  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and Perkins School of Theology of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UMC 아이덴티티와 개체교회

저녁집회 강사  정성학 목사 Sung Hak Chung  
기독교대한감리회 기적의교회 담임목사, 21세기 성경연구원 원장
저서: <333개의 설교힌트>(전 7권), <줄기보기 설교시리즈>(신약 전 30권), <21세기 성경 
연구 교재>(전 7권), <정성학 목사 컬럼집>(전 10권), <속장님, 우리 속장님!>, <구역장 내비 
게이션>, <나는 행복한 셀리더>
학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과(B.A), 감리교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M.Div), 호서 
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Ph.D 과정).

한인교회와 디아스포라: 전망과 과제

2018 전국제자대회 특강 안내
기독교 2000년 역사와 평신도 사명
평신도의 사명에 대해 성경적,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대교회의 방향과 사역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성경에서는 모세와 바울의 리더십을 통해 경계를 넘어섰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 고찰하고,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의 만인제사장직과 경건주의, 감리교운동의 평신도사 
역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평신도가 지닌 크기와 
과제를 진솔하게 나누어보자.
강사  이은재 교수 Eun Jae Lee
 
감리교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

변화 속의 한인교회
미국과 한인 공동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교회의 상황도 예전 같지 않다. 연합감리교회가 
고민하는 교인의 고령화 현상이 한인교회에도 나타나고 있고, 젊은 세대는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에 유입되는 한인은 줄고 있다. 그런데 미국 내 아시아 인구는 50년 전 1%에서 현재 6%
를 차지하고 50년 후에는 14%를 차지한다고 전망한다. 이런 증가와 변화에 한인은 예외인가? 
정말 미국 내 한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가? 한인 교회의 역할도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 
가는 시점에 있는 것일까? 미국 내 변화, 교단적 차원에서의 변화, 한인교회와 한인 커뮤니티 
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도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강사  김광기 목사 Kwangki David Kim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한인 및 아시아 태평양인 사역 책임자

강사
강영숙 목사 | 로키마운틴연회 총무
이강원 목사 | 오클랜드교회
남명신 목사 | 산타클라라교회
우진호 권사 | 시카고제일교회

이 워크숍은 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과 특성을 알아보고 현재의 주소,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개 
관할 것이다. 개체교회가 지방회(District), 연회(Conference), 그리고 교단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 
는지를 살펴보면서,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개체교회를 성실히 섬기면서 개체교회의 벽을 넘어 
지역사회, 지방회, 그리고 연회와 교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길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현재 겪고 있는 UMC 내에서의 갈등, 한인교회의 갈등 요인 등을 다루면서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목회자, 평신도 리더십 개발은 무엇인지 알아 보기로 한다.
강사  강영숙 목사 Youngsook Charlene Kang
 
로키마운틴연회 총무

초대교회에서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였다. 초대 교회 선교의 중 
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디아스포라 선교가 21세기에 들어서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디아 
스포라 선교는 종합적이며 또한 전 지구적이다. 이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각 나라와 각 민족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140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연합감리교단 역시 전 세계에 분포 
되어 있다. 연합감리교단 자체가 영국에서 이민 와서 미국에 정착했고, 지금은 미국 외에 다른 
지역에서 부흥의 물결을 타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교세를 보면 미국 내 695만 명, 아시아, 아 
프리카, 유럽 등지에 566만 명, 총 1,261만 명의 교인 수를 가지고 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300여 교회가 교단의 분담금 외에 국내외 선교를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한인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다민족을 향한 
선교의 문을 넓혀 인류에 더욱 공헌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강사  이강원 목사 Kang Won Lee
 
오클랜트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어린이/청소년사역 활성화 방안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그 어느 세대보다 뜨겁지만, 교회 교육에 관한 관심은 시들 
하다. 교회의 미래를 위하고 이민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한인 교회에서의 2세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무너진 어린이/청소년 사역을 다시 
세우기에 역부족인 상황인 교회들이 많고, 소규모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여건 때문에 
제대로 된 어린이/청소년 신앙 교육을 제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인교회 어린이/청 
소년 사역을 세우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현재 주어진 상 
황과 여건에서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여 제대로 된 어린이/청소년 사역을 세울 수 있을지 고민 
해보고자 한다.
강사  남명신 목사 Myeong Shin Nam
 
산타클라라한인연합감리교회 Director of Children’s Ministry 

청년사역 활성화 방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이민 유입이 줄어들면서 미주 한인교회들도 그 연령층이 높아져 가 
고 청년들은 점점 교회에 유입되지 않아 결국 교회의 폐쇄는 시간 문제라는 걱정스러운 현실 
에 대부분 교회가 고민하고 있다. 평신도 청년사역자로서 사역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체험한 
실례를 바탕으로 청년사역을 향한 교회의 바른 시각, 청년들의 현실적 요구와 참 필요, 구체적 
인 사역 방안과 실례,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를 나누고자 한다.
강사  우진호 권사 Jinho Woo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청년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