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Not out of Joint but Healed” (Heb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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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월) 14일(화) 15일(수)

6:30 예배 위원
찬양인도: 정현섭 박용삼

개회예배
사회: 이기용; 기도: 오대연
설교: 최영완; 특송: 나은진
축도: 김웅민

14일 아침 예배
사회: 이건우; 기도: 김영권
설교: 남기성

15일 아침 예배
사회: 박용삼; 기도: 나은진
설교: 박세용

폐회예배
사회: 이상호; 기도: 김종식
설교: 정현섭; 축도: 김웅민 

아침 예배 아침 예배

7:10 아침식사 아침식사

8:00 목회 영성의 회복
(오광석, 논찬: 이도원)

회복: 함께 가는 길
(이창민, 논찬: 김웅민)

9:10 그룹 토의 그룹 토의

9:40 휴식 휴식
9:50 목회 사역의 회복

(정현섭, 논찬: 남재헌)
폐회예배/성찬식

11:00 그룹 토의 check out

11:3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 관계의 회복
(이상영, 논찬: 심시정)

2:40 그룹 토의

3:10 등록 휴식
3:20 목회 환경의 회복

(류재덕, 논찬: 박은수)
4:30 그룹 토의

5:00 개회예배 저녁식사

6:00 저녁식사
6:30 회복: 이해와 용서

(장학순)7:00 목회자의 소명
(이기용, 논찬: 이동규)

8:00 그룹 토의 그룹 토의

8:30 자유시간 자유시간



Growing Church Conference의 목적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흩어져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연관과 친교를 돈독히 하며 
목회 사역의 의지와 능력을 강화한다. 

2017년 목표는 
목회 사역 감당하는 중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을 길을 모색한다.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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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갈등과 분쟁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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