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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미래에 관한 의미 있는 대화가 풍성했던 획기적인 한 해였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했던 대화는 생동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되었습니다. 

2010년에 실시된 주요한 조사에서 미국 내 15%의 연합감리교회들이 “아주 생동감 있는” 교회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결과로 연대사역협의회와 총감독회에서는 전 교단에 걸쳐, 특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 

생동하는 교회의 수를 늘려갈 수 있도록 10년에 걸친 ‘새로운 도전’(adaptive challenge)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런 새로운 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교회와 연회가 생동감을 높이고 지속시키며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들을 갖추게 하는 ‘생동하는 교회계획안’(Vital Congregations Initiative)의 역할을 

확인시켰습니다. 이 계획안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제자를 길러내기 위해 교회 내의 생동감을 늘려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유익한 학습과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움직임으로 인해, 2012년 교회 보고서는 생동하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전 형식의 교회 통계자료들도 들어있고, 우리 교단이 새로운 도전을 감당해 가고 있는 

부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연회와 교회들은 필요한 곳에 연합감리교회 운동을 

활성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필리핀의 우리 교회가 활력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범세계적인 연계성을 강화하는 길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보고서를 통해 생동하는 교회의 수를 늘겨가기 위한 연합감리교회 운동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드려 이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Michael Coyner 감독
총회재무행정협의회

Bruce Ough 감독
연대사역협의회

Rosemarie Wenner 감독
총감독회



4년 회기 동안, 총감독회와 연대사역협의회에서는 연합감리교회 전역에서 수천 명의 교회 지도자

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는 ‘행동으로의 부르심(Call to Action)’ 

보고서에 요약되었는데, 그 내용은 

Guidance to Success(GTS) 프로그램에 참석
한 학생들과 함께한 Angelo Stabler. 오마하부
족인 그는 최근에 네브라스카웨슬리대학을 졸
업하고 네브라스카의 링컨제일연합감리교회와
의 협력 하에 위험한 환경에 처한 중고등학생
들을 위한 GTS 청소년 클럽을 설립했다. 

Courtesy NWU/Lane Hickenbottom/Lane Photo-
graphics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데 효과적인 생동하는 교회를 

육성하고 그 수를 늘려가는데 집중되도록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 자원사용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새로운 도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지난

연합감리교회
전반에 걸친 생동력 강화

2012년 총회에서는 교단 역사상 중요한 일이 있었다. 역사상 처

음으로 전 세계 26,000개 교회를 대표하는 72개 연회가 2012년 

총회에서 평균 예배 참석자, 신앙고백, 소그룹을 통한 성장, 선

교 동참,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헌금이라는 5개 분야에 

관한 자신들의 사역목표

를 제출했다. 우리는 열

매 맺는 미래의 제자들

을 길러내기 위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획과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연합감리교회
전반에 걸친 지도력 강화

총회에서는 새로운 해외지역총회의 신학교육을 위한 5백만 달러 

기금을 신설하고, 미국 내 젊은 지도자들을 위한 신학교육 지원 

기금으로 7백만 달러를 승인했다. 

총회에서는 비효율적인 목회자들을 파송제도에서 전환시키기 위

한 보다 능률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 2009-12 목회직

제특별연구위원회(Study of Ministry Commission)의 제안을 승인

했다. 이 제안들은 행동으로의 부르심의 지지를 받았다. 

현직감독과 은퇴감독들로 구성된 총감독회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직과 사역을 재편성하기로 동의했다. 총

감독회는 일 년에 한 번 모이게 된다. 현직감독들은 연회 강화와 

교회의 수를 늘겨가기 위한 노력의 집중과 사역 협력을 위해 더 

모임을 갖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를 더 강하고 생동감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시에라리온의 Bo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교인들 Mike DuBose/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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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동하는 교회란? 

감리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인을 통계에 포함시킨다: 세례교인과 고백교인. 세례교인은 

연합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다른 교단에서 세례교적을 옮겨온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고백교인은 신앙고백을 통해 연합감리교인이 된 세례 받은 이들이다. 신앙고백은 세례서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2000년 2010년 교인 수 교인 수
 해외지역총회/지역총회 교인 수 교인 수 변화 변화율

 아프리카 166,434 450,686 284,252 170.8% 

 콩고 630,697  2,231,726  1,601,029 253.9%

 서아프리카 379,425   1,508,696  1,129,271 297.6%

 중남부유럽 21,725 16,162  -5,563 -25.6%

 독일 38,536   32,305  -6,231 -16.2%

 북유럽 19,110   15,293  -3,817 -20.0%

 필리핀 56,780   145,642  88,862 156.5%

 미국 8,292,531   7,570,541  -649,893 -7.8%

 총계 9,605,238 11,971,051 2,412,998 25%

고백교인연합감리교회 통계
      
  
  총 교역자 교회 정기적 예배 연회 감독*

 아프리카 9,209 4,637 4,462 29 13

         유럽 1,058 1,108 217 21 4

     동남아시아 1,712 1,371 282 24 3

     미국 45,186 33,614 N/A 59 46

     총계 57,165 40,730 4,961 133 66

*이 숫자는 2012년 9월 1일까지 선출될 감독 수이다.

2008년과 2012년 총회의 결정으로 콩고해외지역총회에서는

추가로 감독이 선출되고, 미국 내에서는 현직감독 3명이 줄게 된다

생동하는 교회는: 
 » 믿음과 열매가 풍성한 제자를 길러낸다.              
(갈라디아서 3:28)

 » 생명을 주는 사역에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마태복음 28:18-20)

 » 정의 구현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미가 6:8, 누가복음 
4:17-21)

 »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와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헌금을 드린다. (고린도후서 9:10-12)

생동하는 교회에는: 
 » 초대와 감격적인 예배 

 » 선교와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제자들

 » 은사와 능력을 갖추고 활력을 주는 평신도 지도력 

 » 효율적이고 준비된 영감 있는 목회자 지도력

 » 제자를 길러내는 소그룹 사역

 » 활발한 아동/청소년 사역이 있다.

연합감리교회는 각 교회 구성원의 수도 기록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모든 비세례 아동, 교회학교 일원, 그리고 

교인은 아니지만 교회와 연관이 있거나 개체교회가 목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다. 2010년 연합감리교회는 

미국 내 1,559,305명과 해외지역총회의 55,046명을 합해 전 세계적으로 1,614,351명으로 보고했다.

생동하는 교회는 지속적인 성장과 더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교류, 더 많은 사람들의 사역과 선교 동참, 그리고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헌금을 드리도록 고취하는 교회이다. 

Myrna Bethke목사가 뉴저지의 레드뱅크연합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Elizabeth Anne Binder를 안고 있다.

사진제공: Gwen Kisker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마태복음 22:36-40, 표준새번역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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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2010년 교인 수 교인 수
 해외지역총회/지역총회 교인 수 교인 수 변화 변화율

 아프리카 166,434 450,686 284,252 170.8% 

 콩고 630,697  2,231,726  1,601,029 253.9%

 서아프리카 379,425   1,508,696  1,129,271 297.6%

 중남부유럽 21,725 16,162  -5,563 -25.6%

 독일 38,536   32,305  -6,231 -16.2%

 북유럽 19,110   15,293  -3,817 -20.0%

 필리핀 56,780   145,642  88,862 156.5%

 미국 8,292,531   7,570,541  -649,893 -7.8%

 총계 9,605,238 11,971,051 2,412,998 25%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 항상 예배를 드리고,

 » 새로운 제자 양성을 도우며, 

 » 신앙이 자라고, 

 » 선교에 참여하며, 

 » 선교를 위해 헌금을 드린다.

2011년 생동하는교회계획안은 미국 내 15%

의 연합감리교회들이 “아주 생동감 있는” 

교회로 여겨진다는 행동으로의 부르심의 연구 

결과에서 시작되었다. 연구 결과는 세 가지에 

기초되었다: 예배 참석자 수, 성장, 참여도. 

(Towers Watson Report, 18-19페이지)

2010년 총회재무행정협의회의 생동감에 대한 

조사에 따른 각 지역총회의 “아주 생동감 

있는” 교회 비율은 다음과 같다.

 중북부지역총회 11.58%

 동북부지역총회 10.96%

 중남부지역총회 19.15%

 동남부지역총회 15.84%

 서부지역총회 20.02%

생동하는교회개혁안은 개체교회들에게 

차기 4년 동안 각자의 사역 결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치를 

정해보도록 했다. 미국 내 73% 교회와 4개 

해외지역총회의 감독구에서 참여한 목표치는 

2012년 총회에 제출되었다. 

이 교회들과 연회들의 차기 4년 동안의 

종합적인 목표치는 다음과 같다. 

 평균 예배 참석자 수 3,648,626

 신앙고백 794,074

 소그룹 443,952

 선교 동참 수 806,770

 선교 헌금액 $3,655,637,550

이와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 기관, 연회들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7개 일반분담기금으로는 세계봉사기금(WSF), 

사역자양성기금(MEF)*, 흑인대학기금(BCF), 

아프리카대학기금(AUF), 감독실기금(EF), 일반행정기금

(GAF), 교회연합사업협력기금(ICF)이 있다.

일반기금을 위한 분담금 지불율, 1986-2011년(미국)

93%

91%

89%

87%

85%

83%

81%

79%

77%

75%

19
8

6

19
8

8

19
9

0

19
9

2

19
9

4

19
9

6

19
9

8

2
0

0
0

2
0

0
2

2
0

0
4

2
0

0
6

2
0

0
8

2
0

10

2010년 미국 내 연합감리교인들은 2009년보다 $38,255,587이 증가한 

총 $341,383,538를 자선헌금으로 드렸다. 이 중 73.5백만 달러는 

특별지정선교헌금(The Advance)을 포함한 다양한 기금으로 연회 회계를 통해 

보내졌는데, 이는 2010년 1월 12일 아이티 지진 이후 2010년 146%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6번의 일반교회헌금, 세계봉사 특별헌금, 청소년봉사기금, 

연회특별지정선교헌금, 연회특별선교주일 헌금과 연회 회계를 통해 보내진 다른 

자선헌금들이 이에 포함된다. 

우리 미래의 재정상황

연합감리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2012년 총회에서는 이전 회기의 예산보다 적은 액수의 

교회예산을 승인했다. 2013-16년 회기의 교회예산은 2009-12년보다 6.03% 감축된 

603.1백만 달러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gcfa.org를 방문하면 볼 수 있다. 

* 사역자양성기금 분담금의 25%

는 연회에서 보유하고, 이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도 
총 분담금:
$149,472,006 
지불 분담금:
$130,885,848
비율:
87.6%

생동하는 교회
목표 세우기

도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연회를 이끌고 있는 Hans 
Växby 감독(사진 뒤편 우측)이 총회세계선교부를 통해 
파송되는 선교사 파송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Cassandra Zampini/UMNS

비분담 자선 헌금, 1990-2010년(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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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 회계를 통해 보내진 자선헌금
연회 회계를 통하지 않고 보내진 자선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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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도자들의 첫 번째 움직임

생동하는교회개혁안은 미국 내에 아주 생

동감 있는 교회의 수를 두 배로 늘리고자 

하는 도전에 기꺼이 참여할 연회 지도자

들을 모을 계획을 하고 있다. 연회들은 서

로 책임감 있는 유대감을 갖고, 양적, 질

적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자신들의 진전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배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지도자들의 첫 번

째 모임에 참여하도록 권고 받고 있다. 이 

그룹은 2년 간의 언약으로 시작해, 행동으

로의 부르심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10여 

년 동안 진행해 가면서 조율과 집중을 하

게 된다. 이들 연회들과 연합감리교회 전

반에 걸친 많은 이들의 노력을 통해 오늘

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변

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교회가 그 추진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해외지역총회의
생동감 유지와 증가를 위한
전략들 

교인 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해외지역총

회 또한 교회의 생동성에 관한 그들의 관

심을 새롭게 하고 있다. 중남부유럽 해외

지역총회는 2012년 총회에서 성공 사례와 

고충을 나누고 앞으로 10년 동안 생동하

는 교회의 수를 늘려가기 위한 목표에 관

해 보고했다. 

다음 단계: 

훑어보기

4대 중심선교 과제
업데이트

교회와 세상을 위한
온전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양성
기관간지도력협의회(The interagency Leadership 

Table)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최초의 12

명의 제자들을 따라 명명한 Spark12 프로그

램을 신설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세

상에 변화를 가져올 혁식전인 아이디

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젊은 기업가

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 프로

그램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기금과 조력, 자료를 제공한

다. Spark12는 2013년 1월에 

시작될 프로젝트들을 위해 

$175,000를 수여하게 된다. 

새로운 Spark12 initiative(좌로부터)  DJ del Rosario 목사(Spark 12 executive 
director),  Patrick Scriven(director of Communications), April Casperson 목사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Joseph Kim(director of community care).

Kathleen Barry/UMNS Photo Illustration

Jerry Herships 목사(왼쪽)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한 홈리스에게 
성찬을 베풀고 있다. Herships 목사는 덴버 도심지역의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2011년 7월에 시작한 
AfterHours Denver연합감리교회를 이끌고 있다.

Carey Moots/UMNS

1 2

2008년 연합감리교회는 기독교 지도력 개발, 교회 개척과 교회의 

재활성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 전 세계 보건문제 개선의 4대 

선교과제를 중심으로 사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집중의 결과로 

전 세계에서 거의 1,000개의 신앙공동체가 개척되고, 6,700명의 

안수사역자 후보들을 확보하며, 400,000명이 선교 여행에 참여하고, 

거의 백만 개의 모기장을 아프리카에 배급하게 되었다. 

이것은 교단전체 활동에 관한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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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년의 4년 동안 중남부유럽 해외지역총회에서

는 많은 젊은이들과 이민자들에게 다가가 12개 이상

의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거나 통합되었다. 오스트리

아, 불가리아-루마니아, 헝가리와 세르비아-마케도니

아 임시연회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연회들은 지

난 몇 년에 걸쳐 안정적이거나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연회인 스위스-프랑스-북

아프리카연회와 6,000명의 고백교인이 있는 스위스의 

연합감리교회는 70년 전에 시작된 교인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2010년 이 연회 일원들은 2010-18년

을 위한 다음의 특정한 목표들을 세워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의 더 많은 제자를 길러내기 위

한” 전략을 채택했다:

 » 새로운 신앙고백인의 수를 늘리며

 » 개체교회의 재성장 과정을 조언하고,

 »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의 수를 늘리고,

 » 교회의 “신선한 표현 운동”
(www.freshexpressions.org.uk)을 지원한다.

스위스연회는 감독구와 라틴아메리카(아르헨티나, 볼리비

아, 칠레), 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과 짐바브웨), 캄보디

아에 일 년에 미화 2.5백만 달러를 지원함으로 선교와 디

아코니아 사역을 위한 연결망을 갖춘 선교국인 “코넥시

오”(Connexio)를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원하는 목표 또한 

가지고 있다.

마닐라 감독구의 블라칸 필리핀연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새로운 실행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교회 사역자들의 효율성과 성과를 평

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Daniel Arichea Jr. 감독은 

감독구 전체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감리사회에서 이 새로운 시스템을 연구할 소그룹을 지명

했다고 발표했다.

짐바브웨동서연회는 교회 발전을 위한 기존의 기회들을 

평가하기 위해 68명의 지도자들을 모았다. “지구 다른 쪽

의 우리 교단은 교인 수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을 거치지 않기 위해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Eben Nhiwatiwa 감독은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연회 지도

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미치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요

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후 생동하는교회개혁안에 의해 명

시된 5개 주요 분야의 제자화 목표를 세우기로 동의했다.

새로운 이들을 위한
교회 개척과 기존교회의 재활성화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0개의 새로운 연합감리교회 예배 공동체가 시작

되었다. 2009년부터 325개 이상의 새로운 연합감리교회 신앙공동체가 아시아, 동남아시

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유럽, 유라시아의 12개 선교중점지역과 빈곤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신설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Path One Initiative와 협력 하에 거의 650

개의 교회(소수인종교회가 가의 절반)를 연회들에서 개척했다. 거의 12개의 새로운 교회가 

미국 내에서 매달 개척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 참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의 조직적인 노력으로 전 세계적 빈곤 문제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합감리교회 사역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가

져오는 일에 관심을 높이고 사람들을 교육하는 캠페인이 신설되었다. 

캠페인 “With*”는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웹사이트 www.ministrywith.
org를 통해 여러 사역과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활동하며, 연결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보건문제의 개선으로
빈곤과 관련된 질병 퇴치
연합감리교회는 아프리카 전역에 846,000 방충 처리된 모기장을 배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Imagine No Malaria 캠페인을 위해 2천만 달러를 모금했다. 

백만 개의 모기장이 2012년 말까지 배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5,000명 

이상의 지역 보건사역자들이 모기장 배급과 사용율 측정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 

3

4

필리핀의 nueva ecija에 있는 Barangay conversion
연합감리교회의 어린이성가대가 대의원 방문자들을 
위해 공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Laddie Perez-Galang



우리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생동하는 교회의 수를 늘리기 위한 단계를 밟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나누고, 4대 중심 선교과제와 그 이상의 것들을 

통해 사람들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연회, 기관의 사역들을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또한 생동하는 교회의 수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는 

변화를 위한 열린 마음과 지도력, 학습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성과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도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조금 더 생동하는 연합감리교회를 향한 이 여정에 여러분도 기도와 참여, 헌금, 

섬김, 간증을 통해 함께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생동하는 교회개혁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참여는 웹사이트 

www.umvitalcongregations.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Phone  866-648-9584
Website  www.umc.org/connectionaltable

연합감리교회
연대사역협의회

Phone  202-547-6270
Website  www.umc.org/councilofbishops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Phone  866-367-4232
Website  www.gcfa.org

총회재무행정협의회

표지사진
Carol Cavin-Dillon 목사(중앙)가 테네시주 

프랭를린에 있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방금 

신앙고백을 한 6학년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Kathleen Barry/UMNS

이 보고서는 총회재무행정협의회와 생동하는교회개혁안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에서는 제작을 맡았다. 이 보고서의 추가 인쇄물은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고객관리센터에 전화 888-346-3862나 이메일 csc@umcom.org로 

주문하면 된다. 웹사이트 www.umc.org/stoc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휴스턴의 Windsor Village연합감리교회의 
Kingdom Builders 센터에서 수요저녁예배 
예배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Mike DuBose/UMNS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