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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과 청소년/대학생 담당 교역자들께, 

 

2014년도 청소년/대학생 지도자대회를 6월 24-28일(화-토)에 아틀란타의 에모리대학 

캠퍼스에서 개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지도자대회에 각 교회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초청합니다.  각 교회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겠으나, 연합감리교 전체가 함께 차세대의 

지도자들을 양육하고자하는 취지에서 14년째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청소년지도자대회(Youth 

Initiative)와 대학생지도자대회(College Initiative)를 통해 차세대 지도자들이 많이 양육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당신의 이야기(고백)는 무엇입니까?”입니다.  우리 교회의 

청소년/대학생들이 미래의 지도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으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은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는 지도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며, 소명의식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 영성개발, 

찬양사역, 재정경영(청지기신앙)의 다양한 워크샵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의 특별한 

행사로서, 청소년은 탐스슈즈(TOMS Shoes)와 협력하여 “나만의 탐스” (운동화)를 직접 

디자인 해보는 행사(Style Your TOMS Event)가 마련됩니다(사전 등록 필요).  탐스(TOMS)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신발 한 켤레당, 다른 한 켤레를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일대일 

기부 공식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대회에 참가 하는 동안 두 가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2001년도에 청소년지도자대회가 시작되면서 부터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체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전국규모의 청소년 지도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의 지도자대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청소년/대학생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도력훈련을 받아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탁월한 지도자로 세움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2014년도 청소년지도자대회와 대학생지도자대회에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청소년지도자대회는 Gloria Kim (전화: 678-925-3415, 이메일:  

gloshin@gmail.com), 대학생지도자대회는 Daniel Cho (전화: 646-808-6336, 이메일:  

dicex327@gmail.com)에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교회의 청소년/ 대학생지도자들을 이번 6월 24-28일에 아틀란타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대회의 등록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2014년 청소년/대학생 지도자대회 준비위원회 드림 

 



   
 

청소년/ 대학생 지도자 대회 등록 안내: 

 

대회의 등록은 www.yiconference.org/register로 하시거나 서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실 때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각 교회에서 10명의 청소년과 그들의 카운슬러, 그리고 10명의 대학생과 그들의 

카운슬러가 참가할 수 있다.  (교회에서 전체 참가 가능한 수는 20명의 참가자와 네 

명의 카운슬러임) 

2. 청소년참가자는 9학년을 마친 자라야 한다.  (8학년은 참가할 수 없음) 

3. 2014년 가을에 대학에 진학할 고교졸업생은 대학생지도자대회에 참가할수 있다. 

4. 개인당 등록금은 400불이고 등록마감일은 5월 31일이며 “Youth Initiative”로 수표를 

끊어야 한다.  단, 5월 10일 까지 등록할 경우, 등록금은 325불이다. 

5. 등록자의 서명과 부모의 서명 (18세 미만의경우), 그리고 목회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6. 등록신청서와 수표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야 한다. 

Youth Initiative/College Initiative 

c/o  Minnie Lee 

10748 Ellicot Way 

Alpharetta, GA  30022 

 

대회의 참가자들은 아틀란타 국제공항(Hartsfield-Jackson International Airport, 비행장코드: 

ATL)에 6월 24일(화) 정오 정도에 도착해서 6월 28일(토) 오후 2시 이후에 떠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프로그램 전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