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wing Church Conference 2019 

 

WJ 한인선교구 지도감독 

Bishop: Grant Hagiya 

 
고문  

김웅민 목사 

(323) 803-0423 
woongmin@hotmail.com 

 

코디네이터  
이기용 목사(애리조나 교회) 

(520) 460-8630 

kiyonglee007@gmail.com  
 

코 워커 

황승일 목사 
(626) 641-4588 

siwhang@hotmail.com 

 
총무 

이건우 목사(Shoreline UMC) 

(253) 363-3169 
hesed012@gmail.com 

 

서기 
남기성 목사(벧엘 교회) 

(626) 224-6380 

smbethelkumc@gmail.com 
 

회계, 부회계 

심시정 목사(Castro Valley UMC) 
(650) 785-5750 

shijung557@gmail.com 

강현중 목사(토랜스 교회) 
(213) 235-7659 

no1hjken@@naver.com 

 
찬양 사역 

이태범 목사(라 팔마 교회) 

(909) 802-9372 
hesperiakumc@gmail.com 

 

디자인팀 
심시정 목사(Castro Valley UMC) 

(650) 785-5750 

shijung557@gmail.com 
김규현 목사(프레스노 교회) 

(510) 999-4889 

gkim@ses.psr.edu 
 

공보 

박용삼 목사(가든그로브 교회) 
(949) 812-1233 

ggkumc@hotmail.com 

 
지역장 

덴 버 지역: 주 활 목사 

  pauljoo4@hotmail.com  
씨애틀 지역: 오광석 목사 

  ohkwangseog@hotmail.com 

북가주 지역: 정현섭 목사 
  hsjungusa@hotmail.com  

남가주 지역: 원홍연 목사 

  irvinedreamumc@gmail.com 
하와이 지역: 김배선 목사 

  baesun71@gmail.com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

니다. 어느 새 2018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남

은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은혜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꿈꾸며 2019년 Growing Church Conference를 

준비했습니다. 열악한 목회 환경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하며 꿋꿋하게 사역하시는 목

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배우시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또 목회 현장에 돌아가 하

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

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GCC는 서부지역 한인선교구 목회회의(주재감독 Grant J. 

Hagiya)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중소형교회 성장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서부지역총

회와 소속연회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한인목회강화위원회(사무총장 장학

순 목사)도 함께 돕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협조로 

GCC가 뜻 깊고 유익한 모임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서부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에 산재한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참가하시는 전국 규모의 컨퍼

런스가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GCC를 통하여 모든 중소형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더

욱 힘차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소원하면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

를 기원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GCC Coordinator 이기용 목사 

Co-Worker 황승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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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ing Church Conference 2019 

 

1. 일 시: 2019년 2월 11-14일(월-목, 3박 4일) 

 

2. 장 소: Alexis Park Resort (www.alexispark.com) 

 375 E. Harmon Avenue, Las Vegas, Nevada 89169 • (702) 796-3300 

 

3. 등록비: $100.00/1 인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모두 신청서와 함께 등록비를 보내주세요.) 

 

4. 장학금: 재정 상황에 따라 비행기 및 경비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자립선교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별도 지원 신청자에게도 일정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5. 공 항: McCarran International Airport (LAS)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6. 교통편: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행됩니다(셔틀예약. 800-582-2228). 

비행기로 오시는 분들은 셔틀을 타고 호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호텔에서 첵크인 

하시고, 이동할 경우 자동차로 함께 이동합니다. 

 

7. 신청안내: 총 수용 인원 60명/ 1차 마감 - 1월 13일 • 2차 마감 - 1월 20일 

 일찍 등록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부지역(Western Jurisdiction) 이외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10명으로 

제한됩니다. 

 자녀들은 데리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로 돌봐 줄 수 없습니다.  

 

 [신청서/등록비를 보내실 곳]  Pay to: GCC 

 서기: 남기성 목사 Kisung Nam 

 311 S. Broadway, Santa Maria, CA 93454-5105 

 

 [후원금 보내실 곳]  Pay to: GCC 

 회계: 심시정 목사 Shijung Shim  

 주 소 : 19806 Wisteria St., Castro Valley, CA 94546 

 

※ 후원 부탁: 가능한 교회에서는 이번 컨퍼런스를 위하여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화일 2개 

 1. 참가 신청서 

 2. 일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