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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ing Church Conference 2016 
Western Jurisdiction Korean Mission Advisory Council 

[임원진] 
 
WJ 한인선교구 지도감독: 
Bishop Minerva Carcano 
 
고 문: 김웅민 목사 
(323)803-0423 
woongmin@hotmail.com 
 
코오디네이터: 이기용 목사 
(520)460-8630 
kiyonglee007@gmail.com 
 
코워커: 황승일 목사 
(818)785-3256 
hatchnea@gmail.com 
 
[각지역장] 
 
덴   버 지역장: 이선영 목사 
seonlee0405@gmail.com 
 
씨애틀 지역장: 이건우 목사 
goodseedumc@yahoo.com 
 
북가주 지역장: 정현섭 목사 
hsjungusa@hotmail.com 
 
남가주 지역장: 이상영 목사 
sangyunglee@hotmail.com 
 
하와이 지역장: 한명덕 목사 
hanmyongduk@yahoo.com 
 

************* 
 

총 무: 정현섭 목사 
(916)276-6923 
hsjungusa@hotmail.com 
 
회 계: 심시정 목사 
(925)999-0009 
shijung557@gmail.com 
 
서 기: 이태범 목사 
(909)802-9327 
hesperiakumc@gmail.com 
 
공 보: 박용삼 목사 
(949)812-1233 
ggkumc@hotmail.com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쉽지 않은 목회, 그 

은혜를 사모하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하면서 2016 년 Growing Church Conference 를 

준비했습니다. 이에 목사님들을 2016 년 GCC 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서로 배우고 나눔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교회 성장을 꾀하는데 유익이 더해지기를 간망합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GCC 는 서부지역 한인선교구 목회회의(주재감독 Minerva Carcano)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한인목회강화협의회(사무총장 장학순 목사)에서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GCC 를 통해서 서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동반 성장하기를 갈망합니다. 

2016 년부터는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 협력 하에 GCC 가 전국에 오픈 되어집니다. 이에 여러분들의 더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교회와 목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1. 일 시 : 2016 년 2 월 8-10 일 (월-수, 2 박 3 일) 

2. 장 소 : Residence Inn By Marriott At River Ridge (www.residenceinn.com/OXRRI) 

             2101 West Vineyard Avenue, Oxnard, CA 93036 / (805) 278-2200 

3. 회 비 : $100.00 / 1 인 (모든 신청자는 일단 등록금과 함께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4. 장학금 : 재정 상황에 따라 비행기 및 경비에 대한 일부 보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자립선교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우선 지원되며, 별도 지원 신청자에게도 일정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5. 공 항 : Bob Hope (Burbank) 공항을 이용하시고, LAX 공항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이드를 위해 항공편 정보를 미리 황승일 목사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안내 : 우선 신청자 총 40 명 / 1 차 마감- 1 월 10 일 / 2 차-1 월 25 일 

7. 서부지역 이외지역 참가자 : 10 명까지 $150 까지 장학금 지원합니다.  

[신청서/등록비를 보내실 곳] 서기 : 이태범 목사 Tae Bum Lee (hesperiakumc@gmail.com) 

주 소 : 7844 LA Tour Ct, Rancho Cucamonga, CA 91739 

[후원금 보내실 곳] 회계 : 심시정 목사 / Shijung Shim / Pay to: GCC 

주 소 : 625 Hamilton Ave. Palo Alto, CA 94301 

8. 가능하면 서둘러 등록해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강의 및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첨부합니다. 

9. 후원요청 : 이번 컨퍼런스를 위하여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 년 12 월 5 일 GCC Coordinator 이기용 목사 

                                                                Co-Worker 황승일 목사 



2016� Growing� Church� Conference� Topics
February� 8-10� Oxnard,� CA

Theme:� overcoming� barriers/장벽을�넘어서

“주인이여�명하신�대로�하였으되�아직도�자리가�있나이다”� (눅� 14:22)

“나는�심었고�아볼로는�물을�주었으되�오직�하나님께서�자라나게�하셨나니”� (고전� 3:6)�

●� GCC의�기본적인�목적

�

� � � 작은�교회(교적� 200�이하,�출석� 150명�이하)�어려움을�나눈다.
� � � 개체�교회�문제와�구조적�문제를�다룬다.�
� � � 장점을�이해하고�발전시켜�성장으로�나아간다.�

●�강의� Topic�및�강사

*�소형교회�장점�극대화-�황승일�목사

*�구조적�문제�극복방안

� � -�사람과�재정의�부족:�이상호�목사�

� � -�프로그램의�부재:�정치영�목사

� � -�지도력의�부재:�이동규�목사

*�성장�단계별�전략-�이성현�목사

*�성장과�목회자의�영성-�이창민�목사

●�예배�설교자

*�개회�예배:�남재헌�목사

*�화요일�아침�예배:�남기정�목사

*�수요일�아침�예배:�오대현�목사

*�폐회예배:�김도민�목사



2016년 서부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GCC 참가 신청서Registration	 for	 2016	 Western	 Jurisdiction	 KUMC	 Growing	 Church	 Conference2016년 2월 8~10일(월~수,	 2박 3일간)	 Residence	 Inn	 Marriott,	 Oxnard,	 CA	
성명

(Name)

한어(Korean) 영어(English)
성별
(Sex)

 □ 남(Male)
 □ 여(Female)

교회명
(Church)

한어(Korean) 영어(English)

주소
(Address)

이메일
(Email)

전화
(Telephone)

교회(Church) 집(Home) 셀폰(Cell Phone)

등록 
사항

(Registration 
Status)

□ 등록비: $100.00 
□ 등록 마감일 / 2016년 1월10일(1차), 1월25일(2차) 
□ 등록 날짜 / 2016년   월    일 (No.            )
□ 방 번호(Room) /
□ 룸메이트 (Roommate) /

● 모든 등록자들은 일단 등록과 함께 등록비($100)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참석자의 상황에 따라 다시 리임버스해 드립니다. 

(집행부 기록사항)

[비행기 정보와 기타 요청사항 (공항 픽업 등)] 황승일 목사님께 개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일단 우선 신청자 40명 접수 받습니다. 개척 및 미자립 선교교회 목회자에게 우선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며, 
그 외 장학금 신청자에게도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서부지역 이외 지역의 목회자는 10명까지 신청을 받으며, 
$150불까지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수표의 ‘Pay to the order’ 난에는 “GCC”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와 등록비를 보내실 주소 
  * 신청서와 회비 보내실 곳 : 이태범 목사(서기) / Tae Bum Lee (hesperiakumc@gmail.com) 
    주 소 : 7844 La Tour Ct, Rancho Cucamonga, CA 91739 
  * 후원금 보내실 곳 : 심시정 목사(회계) / Shijung Shim
    주 소 : 625 Hamilton Ave. Palo Alto, CA 94301 
● 등록 확인 및 문의 : 정현섭 목사 (916)276-6923 (hsjungusa@hotmail.com) 및 이태범 목사 (909)802-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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