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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족과의 만남 1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철학 및 사역안내)

우리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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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 제1주

제 1과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비전과 목회철학

우리 교회 등록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성도로서 바나바로 섬기고 있는 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 우리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천할 목적을 가지고 

1982년 9월12일 25명의 형제자매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82년11월 예배 처소를 St. Stephen’s United Methodist Church(UMC)로 옮겨서 예배를 드렸고 

1984년 11월29일 초대 목사님으로 정용치 목사님께서 미국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국의 파송을 

받아 부임해 오셨습니다. 1985년 7월 28일 연합감리 교회 교단에 정식으로 가입되었고 교회이

름을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로 정했습니다. 

    1985년 11월 예배 처소를  St. Paul’s UMC로 옮겼으며 교회는 성장을 거듭하였고 1986년도

에는 뉴멕시코주 연회에서 본 교회 성가대가 특별찬양을 불렀습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 

뉴멕시코주 한인회를 조직하고 협력하는 일에 앞장서서 봉사했고 알버커키시 주최로 열리는 

Summerfest Korean Night행사, 뉴멕시코 도로국을 돕는 Adopt-A-Highway행사를 위시하여 여러 가

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1989년6월, 2대 목사님으로 김학수 목사님이 부임 하셨으며 1991년 4월 예배처소를 Trinity 

UMC로 옮겼습니다. 3대 목사님으로 1998년 9월 송종남 목사님께서 부임하셨고 재임시 오수나 

너서리를 운영하는 안장환 교우께서 현재 땅 2에이커를 기증하면서 교회가 법인체로 가입되었

으며 45만불로 건축을 하게 되었다. 

2003년 3월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현 위치에 새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2004년 목사관의 소유

권을 연회로 부터 넘겨받았고  6월에는 4대 목사님으로 김기천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2005년 4월에는 구 목사관을 매각하고 새 목사관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성장으로 인해 교육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2004년도에 다시 성전 증축을 

기획하고 추진한 결과 2009년 10월 교육관 증축을 마침으로 6개의 교실이 늘어나고 친교실도 

바나바와 새가족과의 만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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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졌습니다.  현재(2011년 11월) 성인 111명, 주일학교 어린이 3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배 설교 때는 영어회중을 위해 동시통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영어를 쓰며 101

호 교실에서 드립니다. 주일학교의 Youth Director로 Ms. Halecia Scott전도사님이 2012년 1월 부

임하여 여러 선생님과 함께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힘써오고 계십니다.

1. 비전 선언문

우리는 위대한 사명에 

위대한 헌신을 하므로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는다.

2. 교회 표어

1) 하나님 사랑 :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22:37～38)

2) 교회 사랑 :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특히 교회 사

랑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엡 5:25)

3) 이웃 사랑 :

교회 사랑의 열매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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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의 비젼

1) 하나님 말씀위에 기초한 교회

프락시스 성경공부를 통한 말씀의 생활화

2)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모든 일에 주님만 드러내는 생활

3)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

여러 훈련과정을 통해서 각자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많

은 교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

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1-12)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

칠 수 있으리라 (딤후 2:1-2)

4)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현재 교회 점심식사 시간을 통한 선교 동참 운동과 주변에 인디안 선교를 하시는 선

교사님들을 돕는 운동을 벌이고 있음.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

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 다음주 만날 시간과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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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 제2주

제 2과 연합감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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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감리교 역사

1) 1725-50년:

1738년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는 회심을 경험한다. 3일 뒤에 그의 형 요한 웨슬

리(John Wesley)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회심하게 된다. 제 1회 감리

교 대회가 런던에서 개최된다.

2) 1751-75년:

필립 윌리암 오터바인(Philip William Otterbein), 프란시스 애즈베리(Francis Asbury),

핍립과 마가렛 엠버리(Philip and Margaret Embury), 폴과 바바라 헥(Paul and Babara

Heck)이 미국에 온다. 뉴욕 웨슬리 채플이 문을 연다. 제 1회 미국 대회가 필라델피아를

뒤흔든다. 윌리암 워터스(William Watters)가 미국에서 출생한 최초의 순회 설교자가 된

다.

3) 1776-99년:

미(북)감리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가 볼티모어에서 시작된다. 자유흑인사회

와 아프리카 감리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는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다. 아프리

카 시온감리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는 뉴욕에서 시작된다. 토마

스 콕(Thomas Coke) 카리브 해안(서인도제도)에서 영국 최초 "해외선교"를 인도한다.

4) 1800-25년:

오터바인과 마틴 보엠(Otterbein and Martin Boehm)이 그리스도 연합 형제교회(The

United Brethren in Christ)의 기초를 세우고, 다니엘 코커(Daniel Coker)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는 해방된 노예들을 위해 "감리교사회(Methodist Society)"를 조직한다. 선교사들이

호주, 도미니카 공화국, 감비아, 아이티, 인도, 시에라이온, 남아프리카 등으로 갔다.

5) 1826-50년:

감리교 개신교회(Methodist Protestant Church)가 설립된다. 웨슬리감리교회(Wesle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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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ist Church)가 설립된다. 남감리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가 설립

된다. 감리교 선교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피지, 독일, 가나 사모아, 스웨덴, 스위스

토고에서 시작된다. 멜빌 콕스(Melville Cox)가 최초의 미국 감리교회 해외선교지인 아프

리카 라이베리아를 향해 승선한다.

6) 1851-75년:

해방노예 원조 공회(Freedmen's Aid Society)와 유색인종 감리교회(Colored Methodist

Episcopal Church)가 조직된다. 감리교 감독회(Methodist Episcopal Society)가 덴마크에

서 조직되고, 북미 자유 감리교회가 뉴욕에서 시작된다. 감리교 개신교회(Methodist

Protestant Church)는 헬레너 데이비슨(Helenor M. Davison)을 여목사로 안수한다. 감리

교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핀랜드, 하와이, 이태리, 일본, 케냐, 멕시코, 미얀마, 뉴기니

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우르과이로 퍼져간다.

7) 1876-1900년: 

윌리암 테일러(William Taylor)감독이 앙골라, 볼리비아, 칠레, 콩고 민주공화국, 페

루에서 사역한다. 제임스 토번(James M. Thoburn) 감독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사

역을 개척한다. 이사벨라 토번(Isabella Thoburn)이 인도에서 첫 번째 여성 기독교 대학

을 설립한다. 감리교 선교는 코스타리카, 쿠바, 헝가리, 한국,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프에

르토리코, 짐바브웨, 러시아까지 확장된다. 

● 한국에 온 감리교 선교사
● 멕클레이 박사 (R. S. Maclay)

     한국 땅에 감리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일본에서 일하고 있던 미국 (북)감리교

회 소속 선교사 맥클레이 박사(R. S. Maclay)가 1884년 6월 24일 한국에 들어오면서 공식적

으로 감리교회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맥클레이 박사는 도착한 지 몇 일 후인 

7월 3일 고종 황제로부터 “교육과 의료 사업”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는 허락

을 받았습니다. 

● 아펜셀러 와 스크랜톤 대부인

     이듬해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아펜셀러 목사 

(H. G. Apenzeller), 스크랜톤 의사부부와 스크랜톤 의사의 어머니인 스크랜톤 대부인(Mrs. 

Mary F. Scranton) 일행 5명이 한국에 들어 왔습니다. 지금의 인천 제물포 항에 도착한 일행

은 부활절 아침 한국에 첫 발을 밟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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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사 하

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들 중에 스크랜톤 대부인은 한국 최초의 여자 

선교사로서 한국 기독교 여성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 헨드릭스 감독, 리이드 박사, 켐벨 부인

     1895년 10월에는 윤치호 선생의 노력으로 미국 남감리교회에서 보낸 헨드릭스 감독 

(Bishop E. R. Hendrix)과 중국에서 활동하던 리이드 박사 (Dr. D. F. Reid)가 한국에 들어

왔습니다. 2년 후에는 켐벨 부인 (Mrs. Josephin Campbelle)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8) 1901-25년:

알바니아, 벨기에, 보르네오, 체코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자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만주,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세르비아, 수마트라로 선교가 확대된다. 과테말라 원시 복

음감리교회(Primitive Evangelical Methodist Church of Guatemala)가 그 모습을 갖춘다.

9) 1926-50년:

미(북)감리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 남감리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감리교 개신교회(Methodist Protestant Church)가 미국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로 된다. 복음주의 교회(Evangelical Church)와 그리스도 연합 형제교

회(Church of the United Brethren in Christ)가 미국 복음주의 연합 형제교회

(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로 통합된다. 선교가 부룬디와 르완다까지 확장된

다. 북부 아프리카 잠정 연회가 설립된다.

10) 1951-75년:

감리교회와 그리스도 연합 형제교회가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로

통합된다. 대만과 잠비아에서 감리교회가 크게 성장한다. 유럽감리교 협의회, 남미 복음주

의 감리교 협의회, 부룬디 연회가 시작된다.

11) 1976-2000년:

마조리 매튜스(Marjorie Matthews)가 최초의 여성감독이 된다. 레온틴 켈리(Leontyne

T.C. Kelly)가 최초의 흑인 여성 감독이 된다. 아프리카 대학이 짐바브웨에 세워지고 최

초의 아프리카 감독인 아멜 무조레와(Abel T. Muzorewa)가 수상이 된다. 콜롬비아, 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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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도르, 베트남에 교회들이 생긴다. 하인리히 볼리터(Heinrich Bollete) 감독과 연합 감리

교회 구제 위원회(UMCOR)가 함께 코소보를 지원한다.

12) 2001-현재:

아프리카의 아이보리 코스트 코트디부아르 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로 가입한다. 연합

감리교회 구제위원회가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를 돕는다.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몽

골에서 사역이 시작된다.

2. 연합감리교 행정 구조

1) 3대 기관 Three Branches:

연합 감리교회 입법 기관은 총회이다. 행정 기관으로 총 감독회가 그 역할을 한다. 총

감독회에서는 2년 임기의 총 감독회 회장을 선출하기는 하지만 총체적인 면에서 단일 관

리감독자는 없다. 사법기관은 9명으로 구성된 사법 위원회가 있다.

2) 개체교회와 지방회 Local Churches and Districts:

미국 내 모든 개체교회는 전임 감리사가 관할하는 40-80개 교회가 속해 있는 한 지방

회에 소속된다. 구역회는 일 년동안 교회 임원회와 함께 각 교회를 관리 감독한다.

3) 연회 Annual Conferences:

연합감리교회는 일 년에 한 번 입법을 목적으로 모이는 연회로 조직되어 있다. 연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적인 구조에 있어 중요한 기구이다. 연회는 연회 내의 프로그램과 예

산을 승인하고, 총회와 지역 총회에 나갈 대표들을 선출하며, 사역 후보자들의 자격을 심

사하거나 추천하다. 연회 구성원은 교역자, 각 개체 교회 구역회에서 선출한 연회 대표,

연회에 속한 평신도 사역자, 연회 여선교회 및 남선교회 회장, 연회 및 지방회 평신도 대

표, 청장년 및 청소년 기관 회장들이다.

4) 지역총회와 해외 지역총회 Jurisdictional and Central Conference:

미국 내에는 8-15개 연회가 포함된 5개 지역총회가 있다. 지역 총회는 4년에 한 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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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모여 감독이나, 총회기관 이사회 위원을 선출하거나 선임하고, 때로는 지역총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지역총회의 구성원은 그 지역의 총회 대표들과 각 지역 연

회들에서 선출된 동수의 평신도와 교역자 지역총회 대표들로 구성된다.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연합감리교회는 지리학적 측면에서 "해외 지역 총회"라고 부른다.

5) 감독구 Episcopal Area:

감독구는 지역 총회나 해외지역총회에 의해 지정되는 한 명의 감독이 관할하는 연회

또는 연회들을 말한다. 감독은 감독구 경계 안에 거주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회 업

무를 관할한다.

6) 총감독회 Coundil of Bishops:

총감독회는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재직 감독과 은퇴 감독들로 구성된다. 장정에 의하면

"교회는 총감독회가 교회를 향하여 발언하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향하여 발언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교회 통합을 모색하고 초교파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지도

력을 발휘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427.2].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감독은 전체 교회의

총리사로 섬긴다. 연합 감리교회 전통에서 감독은 감독으로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독직으로 선출되고 성별된 교역자이다.

7) 연대 사업 협의회 The Connectional Table:

연대사업협의회는 총감독회와 협의하에 총회에서 결정된 연합감리교회의 선교, 사역,

자원에 관한 비젼과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2004년 총회에서 처음 조직된 연대사

업 협의회는 지역총회와 해외 지역총회에서 선출된 목회자와 평신도, 총회기관 대표들,

소수인종 코커스, 청장년층 사역부 모두의 의견을 대표하도록 노력한다.

8) 총회기관 General Agencies:

총회기관은 미국 내각과 유사하지만, 주로 총감독회보다는 총회의 감독을 받는다. 총

회와 지역 기관이 함께 선출하는 평신도나 목회자로 구성된 이사회는 총회 기관 직원들

을 관리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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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법위원회 Judicial Council:

교단의 "대법원"으로 교회법을 해석하고 모든 차원의 교회 내 소송의 합법성을 결정한

다. 9명의 구성원은 총회에 의해 선출되고 일반적으로 일 년에 두 번 모인다.

10) 총회 General Conference:

총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입법기관이자 교회를 공식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기구이다. 4

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에서는 전체적 연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600

명 이상 1000명 미만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총회는 헌법과 총칙의 범주 안에서 교인의 자

격, 특권, 임무; 목사, 평신도 사역자 등의 권한과 임무; 연회, 선교연회, 해외 지역총회,

지방회, 구역회, 교인총회가 갖는 권한과 일부 조건들을 정의하거나 수정한다. 총회는 교

단의 조직, 홍보, 행정에 관한 일을 인가하고, 감독직의 권한과 임무를 규정하며, 공식적

으로 사용될 찬송가와 예배서 채택을 인준한다. 또한 교회의 사법제도와 절차를 제시하

고, 교단 전반에 걸친 연대성 강화를 주도하여 방향을 제시하며, 그 외 교회 활동에 필요

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한다.

▸ 다음주 만날 시간과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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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과 교회 생활을 소개합니다.
바나바 제3주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당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예배드

리는 곳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공동체)"라고

는 할 수 있습니다. 본래 교회라는 말은 신약성경 원어(희랍어)로 ‘에클레시아’ 란 말인데 ‘불러

냄’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를 말합니다.

예배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경배하는 것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

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미를 통한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1. 예배자의 태도 

￭ 늦어도 예배시간 10분전까지는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예배드리는 자세는 그 사람의 영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정숙하여야 합니다.

￭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배워야 합니다. 복장은 단정히 갖추어야 하고, 성경․

찬송가를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 하며 준비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예배 시 드리는 헌금은 전날 기도 중에 정성껏 준비하여 헌금시간에 드립시다.

￭ 예배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에는 단정한 복장과 정숙한 마음으로 드

려야 합니다.

￭ 자리에 앉을 때는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실 때에는 유아실에 들어가거나 유치부나 유아부 예배에 어린이를 참

석시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 주보에 따라 예배가 진행되므로 주보를 잘 활용하시고 광고사항을 잘 듣고 교회의 한 가족

으로서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 앉았던 자리에 주보를 버리거나 휴지를 버리는 등의 행위는 삼가 해 주십시오.

￭ 축도가 끝나고 성가대의 송영이 끝난 후에 받은바 은혜를 감사하며 천천히 차례대로 질서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도중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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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배시간 안내

장년 교육부서

주일예배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유아부 102호 오전 11:00
고등부

(Grade 10-12)
201호 오전 11:00

유치부

(Kindergarten)
101호 오전 11:00

대학부

(College)
201호 오후 12:20

유년부

(Grade 1-3)
101호 오전 11:00English

Service
Sunday 11:00 AM

Room 101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초등부

(Grade 4-6)
102호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중등부

(Grade 7-9)
101호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3.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교육 프로그램 

1)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나라의 실현을 위한 제자 양육

2) 성숙하고 균형 잡힌 제자의 삶, 역동적인 제자공동체를 만듦

3) 과정별 세부사항

과정 일시 장소 기간 대상 내용

새가족반 2시간 새가족전원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을 함께 나눔

확신반 6 주
새가족반
수료자

하나님의 자녀로써 참 모습과
구원의 확신을 심어줌
*교재는 "좋은 교회 좋은 신앙"

기초반 11 주
확신반
수료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갖추
어야 할 기초 신앙 교육
* 교재는 "풍요로운 삶"

프락시스 1 년
기초반

프락시스의 기초(습관)와 삶(생
활)에 집중한 훈련

나눔반

사역자반
교회 내에 다양한 사역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에 대한 훈련

※ 각 과정에 따라서 클래스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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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경공부

과정 일시 기간 대상 내용

구원에
이르는 길

즐거운
교회생활

교리 기초

변화된 생활

5. 속회모임 

속회모임은 각 속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인도자가 인도하는 성경공부와 전도와 양육과 사랑

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 변화를 추구하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서로간의 긴밀

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모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6. 미래를 가꾸는 사역  [주일학교 교육]

주일학교 구분  장소 시간 

영 아 부 1～3세

유 아 부 4～5세

유 치 부 6～7세

유 년 부 초등 1～3년

초 등 부 초등 4～6년

중 등 부 중 1～3년

고 등 부 고 1～3년

대 학 부

청 년 부

영어예배

▸ 다음주 만날 시간과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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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 제4주

제 4과 우리가 하는 사역들

1. 사역철학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신 사건 속에는 사역에의 부르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

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을 발견해야 하며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으로 그리

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은 사역에 따라 “착하고 충

성된 종” 또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라는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마25:14-30). 모든 성도는 사

역자이며, 사역은 선택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과업입

니다.

구원

사역
⇒

은사

달란트
⇒ 사역 ⇒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교회)

2. 사역목표

예배를 통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을 우리사역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역사회를 향한 열린 교회로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며 복음으로 변화와

도전을 주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3. 사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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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사역

헌금팀 예배시 헌금봉사

안내팀
① 예배 참석자들 환영 ② 주보 및 안내물 배부

③ 새가족 및 방문자 안내

성례팀
① 성례시 필요한 성찬기 및 세례기 관리

② 성례시 성찬 및 세례준비

기악팀 기악연주를 통한 예배 봉사

성단관리팀 강대상 정리 및 강사를 위한 음료 준비

예배찬양팀 찬양을 통한 예배 회복과 영성회복

영어예배 영어예배를 돕는 사역

선교사역
해외선교부 국외 선교 지원 및 사역

국내선교부 국내 선교 지원 및 사역

전도사역

새생명축제팀 새생명축제 기획 진행

고구마전도단 노방전도 생활전도

이슬비전도 문서전도

관리사역
시설관리팀 건물 및 시설관리

차량관리팀 차량관리

교육사역 각 주일학교 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

경조사역 경조사역 장례와 관련된 제반사역

교회사역

식당사역 주일점심, 특별 행사시 식사준비

주차사역 주차관리 및 주차된 차량관리

주보발송 기관 장기결석자등에게 교회주보를

다과팀 강사 다과 준비

교회미화 교회 청소

데코레이션 교회 내외 홍보물 제작 및 게시

꽃꽂이 강대상 꽃꽂이 및 교회 꽃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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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미디어

사역

개발팀

전산 관련 사역을 지원
교육팀

관리팀

편집디자인팀

영상팀

방송실 관련사역 지원
음향팀

자막팀

조명팀

웹개발팀

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전산시스템 관리웹운영팀

메일운영팀

기획팀

교회 행사 기획, 제작을 지원

영상팀

드라마팀

구성작가팀

연출팀

찬양사역

수요 찬양단

찬양을 통한 선교활동악기 찬양단

주일 성가대 주일 예배 성가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

문화사역

컴퓨터 강좌 컴퓨터 강좌를 통한 친교

가정 강좌 가정 생활에 연관된 강좌를 통한 친교

스포츠 선교 스포츠를 통한 친교

새 가 족

새가족 환영팀
① 교회 방문자 환영 ② 등록안내 ③ 새가족 담임목사 면

담 안내

바나바팀
① 등록 새가족을 3주동안 일대일로 섬김

② 새가족반, 확신반, 기초양육 안내

새가족반 지원팀 새가족반을 돕는 사역

확신반 지원팀 확신반을 돕는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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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 생활 안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17)

5. 섬기는 사람들(목사, 장로, 속장, 팀장, 바나바)

이 름 사 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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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과정을 무사히 마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롭게 시

작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의 생활이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으며 다음 단계의 만남을 소개

해 드립니다.

새가족반 모임은 담임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데 매월 세째 주일 오후 1시에 20분

에 ### 에서 열립니다. 새가족반을 마친 후에는 김숙경 사모님께서 인도하시는 4주간의 확신

반 과정을 마치셔야 합니다. 확신반은 주일반과 월요반으로 되어있고 주일반은 매월 첫주

일 1시20분에 ### 에서, 월요반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 에서 교육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유

익한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속회모임은 각 속회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성경공부와 전도와 양육과 사랑의 교제를 통

하여 영적 변화를 추구하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서로간의 긴밀한 영적 교제

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될 것입니다. 이 모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리교회의 전화 번호는 505-341-0205 입니다

￭ 세례를 받기 원하시면 확신반 과정을 마치고 구원 간증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결혼예식을 원하시면 늦어도 한 달 전에 목사님에게 알려주십시오.

￭ 가족 중에 임종을 앞두셨거나 소천 하신 경우 즉시 속장님에게 알려주십시오. 장례 예배에

는 임종, 입관, 발인,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 기타 경조사(이사, 개업, 출생, 입원, 추도)의 경우 심방이나 상담을 원할 때 속장님과 상의

하여 목사님에게 연락 주십시오.

￭ 지난 3주 동안 바나바 사역자로 당신을 섬긴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이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사역이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