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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감의 차별화된 색깔

한국의 전통적인 소리꾼들은 소리 연습을 할 때 

폭포 앞에서 연습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

을 한들, 한 인간이 뿜어내는 소리가 그 거대한 폭

포의 소리보다 절대로 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

리의 경지에 이른다는 ‘득음’을 할 때, 드디어 소리

꾼의 소리는 폭포 소리 속에서 자신의 소리를 내

기 시작합니다. 폭포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폭

포가 내는 소리의 파장과는 다른 파장의 소리를 냄으로써, 그 폭포의 

소리를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40년 전통의 우리 뉴욕감리교회는 이 세상과는 다른 파장으로 전진

하며, 성경의 가치관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봐

야 합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 영적 진리를 전파해야 

할 특유의 종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거룩한 근성을 가지고, 

현재 서 있는 곳에서 맡겨진 일에 극히 충성할 때,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세상과는 다른 파장으로만 성취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뉴감은 세상과는 다른 파장을 가진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기 위해 

보다 진지하게 영적 훈련에 매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뉴

감 울림가족 훈련수첩』을 작성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나아가고 있

는 방향과 전략과 훈련계획을 잘 이해하게 하고, 한 마음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화가 항상 함

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원근 목사 (Rev. Won Geun Kang, Ph.D.)
“I judge all things only by the price they shall gain in eternity.”

담임목사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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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감의 전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질적인 재생산에 헌신하는 교회” (살전 2:19) 

교회사명선언

•충만한 예배, 변화의 훈련, 가족같은 소그룹, 평신도 팀사역

• 균형의 총체적 사역 (변화의 말씀, 능력의 성령, 섬김의 지역봉사,  

헌신의 선교, 참여의 세계 변화)

교회부흥전략

•영적 행복을 체험하는 교회

•예수 제자를 세우는 교회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교회

•지역사회 (뉴욕)를 리드하며 생명을 주는 교회

•미국과 한민족에게 적극적 도움을 주는 교회

•열방을 품어 선교하는 교회

•교단을 섬기는 교회

•약한 교회를 뒷받침하는 교회

교회정체성

•성령충만 (하나님과), 관계충만 (교우들과), 전도충만 (이웃과)

•가정같이 편안하고, 군대같이 강한 교회

교회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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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의 비전

• 영원 (경외의 삶, 심판과 상급을 바라보는 삶으로, 고후 4:18, 살전 

2:19, 잠 1:7)

• 재생산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하고 균형잡힌 자를 세움으로, 골 1:28,  

엡 4:13, 눅 2:52)             

•팀웍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으로, 고전 1:10)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행 1:8)

•울림 (세상을 울리고 깨움으로, 마 5:13~16)

목회 철학

나는 영원한 나라와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며, 팀웍과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완전한 자, 균형잡힌 자를 재생산하는데 내 일생을 번제로 

드린다.

개인 사명 선언문

•“균형”사역 (말씀, 성결, 성령, 전도, 사회참여, 세계선교의 조화 추구)

•“질적”사역 (질적으로 헌신된 무리를 통하여 자연스런 양적 성장 추구)

• “깊은”사역 (진리를 정확히, 깊이 이해하여 세상에 열정적이고 담대

하게 전하는 교회 추구)

목회전략

•성도들이 생애를 맡길 만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목회자

원하는 목회자상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목자로서 칭찬받는 것

사역 최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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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감의 건강한 성장 전략
(예배, 소그룹, 훈련의 동시화)

 예   배 

영혼의 갈망해소

(영적)

 평신도팀사역 

(기능적)

 훈   련 

능력의 갈망해소
(의지적,지적)

 소그룹 
 (전인적) 

관계의 갈망해소
(정적)

리더쉽

깊은 말씀
(수요통맥, 금요울림)

열정적 중보기도
(새벽기도, 중보기도회)

전도, 선교
지상사명 성취

사회봉사, 변혁
세상의 빛, 소금

말씀의 능력
(깊이 사역)

성령의 능력
(능력 사역)

중보기도팀
(특공대)

전도팀
(특공대)

새가족팀
(특공대)

성령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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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주일예배 :  1부 (오전 8:30, 한국어), 2부 (오전 11:00, 한국어),  

EM (오후 12:30, 영어)   

•수요예배 :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 오후 8:30

기도

•새벽 기도 (월~토 오전 5:30)

•중보 기도 (토요일 오전 7:00)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12:30

교회학교

•유아부 (Me & Mom, 주일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등부 (금요일 오후 8:00, 주일 오전 11:00)

•고등부 (금요일 오후 8:00, 주일 오전 11:00)

•청년부 (금요일 오후 8:00)

•AWANA (초등부 대상, 금요일 오후 8:00)

•EM (금요일 오후 8:00, 주일 오후 12:30)

뉴감의 예배, 기도, 교회학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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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자 2주) 

2. 말씀의 반석 (새가족 6주)

3. 1대1 제자양육 (울림가족 소속을 위한 16주)

4. 새생명 전도 학교 (4주)

5. 기도 학교 (4주)

6. 선교 학교 (4주)

7. 울림 코스 : 1~6 단계 (3년)

8. 평신도 간사 과정 (30주)

9. 평신도 세계관 학교 (2학기, 6개월)

단계적 훈련(1~3단계 : 필수, 4~9단계 : 선택)

1. 통맥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통시적 맥잡기, 4년)

2. 전성도 큐티 

3.   세미나 / 수양회  

(부부, 자녀, 재정, 치유, 은사발견, 새가족, 리더, 한마음)

4. DFD (Design For Discipleship) 1~6권

5. 기독교 고전, 경건의 서적 독서회

일반 훈련

1. 새가족팀

2. 중보기도팀

3. 새생명전도팀

4. 재정훈련팀

5. 가정돌봄팀

평신도 팀사역 훈련

1. 울림가족 소속

소그룹 훈련

뉴감의 영적훈련, 소그룹 한 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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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훈련 

1. 뉴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문자 2주) 

•뉴감의 비전과 구성, 훈련, 특징 (1주)  

•교회와 신앙 생활 (2주) 

2. 말씀의 반석 (새가족 6주)

• 모범적 신앙생활이란?, 기독교의 구원과 믿음, 성경과 경건의 시간, 

전도와 기도, 교제와 후히 드리는 생활, 교회란? 감리교란?,  

교회의 비전 제시, 사역자 소개

3. 일대일 제자양육 (울림가족 소속을 위한 16주 과정)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큐티의 이론과 실제 

•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 일대일 양육 방법

4. 새생명 전도 학교 (4주)

•왜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의 유형, 4영리 소개 및 습득, 전도 실천

5. 기도 학교 (4주)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유형, 기도와 영적 전쟁, 기도 실천

6. 선교 학교 (4주)

•왜 선교해야 하는가?, 선교의 유형, 선교사 특강, 단기 선교 실천

7. 울림코스 (3년, 토털 프로그램) 

• 태동 I (신앙의 기초), 태동 II (기독교 교리 이해)

• 반석 I (나를 세우는 훈련), 반석 II (교회를 세우는 훈련)

• 보냄 I (제자를 세우는 훈련), 보냄 II (세상을 세우는 훈련)

뉴감의 영적훈련, 소그룹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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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신도 간사 과정 (30주) 

• 울림코스까지 모두 마치신 분들 중에서 평신도 간사로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과정

•원하는 사역 영역에 관한 심화 교육 

9. 평신도 세계관 학교 (2학기, 6개월) 

•Christian Realism (기독교 현실 주의) 이해와 실천

• 21세기 정치, 경제, 철학, 문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고급 과정  

•참여자격 : 울림코스까지 모두 마치신 분들   

일반 훈련 

1. 통맥 : 뜻으로 이해하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통시적 맥 잡기 (4년) 

•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름, 내용, 맥, 책들 사이의 연결  

고리를 탐구

• 목표 : 성경의 뜻을 정확히 이해해서 에스라처럼 이 시대를  

말씀으로 이끄는 리더 배출

2. 전성도 큐티

•『기쁨의 언덕으로』 (연합감리교단 출판)

3. 세미나/수양회

•부부 세미나

•자녀 세미나

•재정 세미나

•치유 세미나

•은사발견 세미나

•새가족 섬김 세미나 

•리더 수양회

•한마음 수양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고전 1:10) 수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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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FD (Design For Disciplehip) 1~6권

• 미국 네비게이토 선교회에서 개발한 체계적인 주제별 성경공부 

과정

5. 기독교 고전, 경건의 서적 독서회

• 꼭 읽어야 할 기독교 고전과 경건의 서적을 선별해서 읽은 뒤,  

함께 모여 적용을 나눔

소그룹 훈련

1.  소그룹은 셀 형태의 ‘울림가족’으로 구성되며, 신앙성숙 / 지역별 / 

연령별 / 취미별 사항을 고려해 구성됨

2. 울림가족 교회 모임 (매주일 점심 친교 후 교회에서) 

•근황 나누기

•주보에 나오는 울림가족 교제 참조해서 말씀 나누기

•기도제목 나누고 기도하기 

3. 울림가족 가정 모임 (가정에서) 

•근황 나누기

•전도 현황 나누기

•『기쁨의 언덕으로』에 나오는 “그룹성경공부” 함께 탐구

•헌금

•통성, 치유 기도

•식사 친교

EM(영어 회중)훈련/기도/소그룹 프로그램

1✽별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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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제자훈련 사역의 열매 (울림코스 개발 소개)

부록 1

보냄 II   세
상을 세우는 훈련 

보냄 I   제자를 세우는 훈련

반석 II   교회를 세우는 훈련 

태동 II   기독교 교리 이해 

태동 I   신앙의 기초 

반석 I   나를 세우는 훈련 

뉴 욕 감 리 교 회  울 림 코 스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 (골 1:28, 엡 4:13)

성경통독
“통    맥”

구약 / 신약

성경책별강해

창세기  계시록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복음

나 라
울림이

마 을
울림이

가 족
울림이

도 시
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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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림코스 구성과 내용 |

태동I단계 (신앙의 기초) 

  실습 : QT,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기  

1. 모범적 신앙생활이란? 

2. 기독교의 구원과 믿음 

3. 성경, 경건의 시간 

4. 전도, 기도 

5. 교제, 후히 드리는 생활 

6. 교회란? 감리교란? 

7. 우리교회 비전

태동II단계 (기독교 교리와 신학)

실습 : 퀴즈 및 시험  

1. 종교, 계시, 성경 

2. 신   론 : 하나님과 창조

3. 인간론 : 하나님과 인간

4. 기독론

5. 구원론

6. 교회론

7. 종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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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I단계 (나를 세우는 훈련) 

수양회/세미나 : 치유수양회

실습 : No Complaint 밴드, 2일 금식

서약 : 순결, 순종 서약   

1. 전인적치유수양회 

2.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3. 제자의 삶의 필수 요건 

4. 큐티하는 방법

5  귀납적 개인 성경연구

6. 기도 (기도란, 주기도문, 금식기도, 기도와 기질, 기도훈련)

7. 기독인의 생활 (열매와 동행)

8. 순종

9. 시험의 영적원리

반석II단계 (교회를 세우는 훈련)

수양회 / 세미나 : 은사발견수양회, 새가족섬김이학교 

실습 : 단기선교  

서약 : 헌신 (교회에) 서약 

1. 교회와 선교

2. 예배   

3. 십일조생활 

4. 소그룹모임 (울림가족) 

5. 새가족 섬김

7. 교회 & 지역사회 섬김 (평신도 자원봉사 및 팀사역)

8. 은사 활용 사역 (은사발견수양회)

9. 제직의 중요성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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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맥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통시적 맥 잡기)

구약 맥 잡기  신약 맥 잡기

  성경 책별 강해 독파

창세기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복음 

※  성경에 정통한 제자들을 길러내고자 하는 이유 : 혼자서 깊고 바르고 창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보냄I단계 (제자를 세우는 훈련) 

수양회 / 세미나 : 중보기도훈련

실습 : 중보기도 6주, 치유

서약 : 세계선교 서약  

1. 영적전쟁

2. 성령 (능력) 사역

3. 중보기도

4. 재생산과정 I : 전도

5. 재생산과정 II : 양육

보냄II단계 (세상을 세우는 훈련) 

수양회 / 세미나 : 리더수양회

실습 : 매일 헌신선언문 고백, 생활점검표 체크

서약 : 사회 변혁 서약

1. 성경적 리더쉽 

2. 리더의 영성  

3. 리더의 생활 

4. 리더의 비전 및 자기관리 

5. 리더수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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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직 교인 기본 필수 과정

예배

•주일예배

소그룹

울림가족

•매주일 친교 후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가정에서

기도

새벽기도 (최소한 토요일 출석)

훈련

•말씀의 반석 6주

•1대1 제자양육 16주

성경탐구

수요통맥 

•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통시적 맥잡기

QT (Quiet Time)

매일 『기쁨의 언덕으로』

전도

새생명 전도 학교

기도

기도학교

훈련

금요울림코스

평신도 팀사역 (한 개 선택)

•새가족팀 •중보기도팀 •새생명전도팀 

•재정훈련팀 •가정돌봄팀

| 등록 교인 기본 필수 과정 |

| 제직 교인 필수 과정  |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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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감이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 SPIRIT

부록 3

두 SPIRIT

사이의 ‘균형’

헌신 희망

순결 약동

순종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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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노트

부록 4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도  울림가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지역사회, 민족, 나라, 선교를 위한 기도

지역사회, 민족, 나라, 선교

전도 대상자

울
림가족, 교회

자신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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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관계형성

VIP

대상자

결신자

보류자

VIP 대상자 인도 점검

부록 5

작은 선물을 하였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전화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요를 섬겨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울림가족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구원 확신이 있습니다.

교인 등록을 하였습니다.

말씀의 반석(새가족 6주)을 수료하였습니다.

울림가족에 정착하였습니다.

VIP 환영 만찬에 참석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교인 등록하였습니다.

말씀의 반석(새가족 6주)을 수료하였습니다.

울림가족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       름                                         (남  /여 )

생년월일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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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읽기표

부록 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창1-3 레1-4 신17-19 
삼상
18-19 

왕하
14-15 

느1-3 
시

90-99 
사

45-48 
겔16-17 습1-3 눅21-22 고전1-4

2 4-7 5-7 20-22 20-22 16-17 4-6 100-106 49-51 18-20 학1-2 23-24 5-7

3 8-11 8-10 23-25 23-25 18-19 7-8 107-110 52-56 21-22 슥1-8 요1-3 8-11

4 12-16 11-13 26-28 26-28 20-21 9-11 111-118 57-59 23-24 9-14 4-5 12-14

5 17-19 14-16 29-30 29-31 22-23 12-13 119 60-63 25-28 말1-4 6-7 15-16

6 20-23 17-20 31-32 삼하1-3 24-25 에1-3 120-135 64-66 29-31 마1-4 8-9 고후1-5

7 24-25 21-23 33-34 4-6 대상1-3 4-6 136-143 렘1-3 32-33 5-7 10-11 6-10

8 26-27 24-25 수1-3 7-10 4-5 8-10 144-150 4-5 34-36 8-10 12-13 11-13

9 28-30 26-27 4-7 11-13 6-7 욥1-5 잠1-4 6-7 37-38 11-13 14-15 갈1-3

10 31-32 민1-2 8-9 14-15 8-10 6-11 5-8 8-10 39-40 14-17 16-17 4-6

11 33-35 3-5 10-11 16-17 11-13 12-17 9-13 11-13 41-43 18-20 18-19 엡1-6

12 36-37 6-7 12-15 18-19 14-16 18-21 14-17 14-16 44-45 21-22 20-21 빌1-4

13 38-40 8-10 16-18 20-22 17-19 22-27 18-21 17-19 46-48 23-25 행1-2 골1-4

14 41-42 11-13 19-22 23-24 20-23 28-32 22-25 20-22 단1-2 26-28 3-5 살전1-5

15 43-44 14-15 23-24 왕상1-2 24-26 33-37 26-28 23-25 3-4 막1-3 6-8 살후1-3

16 45-47 16-18 삿1-3 3-5 27-29 38-42 29-31 26-28 5-6 4-5 9-10 딤전1-6

17 48-50 19-21 4-5 6-7 대하1-3 시1-9 전1-4 29-30 7-8 6-7 11-13 딤후1-4

18 출1-3 22-23 6-7  8 4-6 10-18  5-8  31-32  9-10  8-9 14-15
딛1-3/

몬1

19 4-6 24-26 8-9 9-10 7-9 19-25 9-12 33-35 11-12 10-11 16-17 히1-6

20 7-8 27-29 10-11 11-12 10-13 26-31 아1-8 36-37 호1-5 12-13 18-19 7-10

21 9-11 30-31 12-14 13-14 14-17 32-36 사1-3 38-40 6-9 14-16 20-21 11-13

22 12-14 32-33 15-17 15-16 18-19 37-41 4-7 41-44 10-14 눅1-2 22-24 약1-5

23 15-17 34-36 18-19 17-18 20-21 42-48 8-10 45-48 욜1-3 3-4 25-26 벧전1-5

24 18-20 신1-3 20-21 19-20 22-24 49-55 11-15 49-50 암1-4 5-6 27-28 벧후1-3

25 21-23 4-6 룻1-4 21-22 25-28 56-61 16-21 51-52 5-9 7-8 롬1-2 요일1-5

26 24-27 7-9 삼상1-2 왕하1-3 29-30 62-68 22-25 애1-2 옵1 9-10 3-6 
요이1/

요삼1/유1

27 28-29 10-12 3-6 4-5 31-33 69-72 26-29 3-5 욘1-4 11-12 7-9 계1-4

28 30-32
13-16

7-9 6-8 34-36 73-77 30-32 겔1-5 미1-7 13-14 10-11 5-9

29 33-35  10-12 9-10 스1-3 78-83 33-36 6-9   나1-3  15-16 12-14 10-14

30 36-38   13-15 11-13 4-7 84-49 37-40 10-12 합1-3 17-18 15-16 15-18

31 39-40 16-17   8-10  41-44 13-15 19-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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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 사람들

부록 7

담임목사 강원근 203-668-2833 wokang@gmail.com

협동목사 김용욱 917-828-1531 ywk0243219@hotmail.com 

선교목사
(파라과이)

황요한 595-21-207-628 camppara52@hanmail.net

행정/미디어 최동현 전도사 551-206-7765 choi.nypumc@gmail.com

새신자/심방/
전도

송에스더 전도사 917-880-0377 esther.kim@nypumc.org

EM 한리디아 전도사 646-464-2215 revlydiahan@gmail.com

청년/문서 박성민 전도사 973-349-7345 pak1977@hotmail.com

Youth 이광유 전도사 862-242-0845 iky21y@hotmail.com

유초등 박대현 전도사 973-867-8399 pdh0501@ymail.com

영유아 김지은 간사 917-733-6990 jieunorgan@yahoo.com

샬롬
찬양대

지휘 김남수 집사 347-821-8888 soomoon2000@yahoo.com

반주
김지은 간사 917-733-6990 jieunorgan@yahoo.com

문은연 집사 347-821-8877

시온
찬양대

지휘 이문자 전도사 347-860-1440 mjalee123@hotmail.com

반주
김한나 718-974-3341 ls1227hn82@gmail.com

임지은 집사 646-361-7401 june0907@gmail.com

원로장로 김기창 516-364-3018

시무장로

계동휘 917-287-8958 dongkye@hotmail.com

김도극 631-455-6976 dkk415@gmail.com

염영제 516-830-0803 youngjehyum@gmail.com

조정부 516-395-2019 jeongboocho@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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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비전·사역

|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

| 올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기도제목) |

| 올해 내가 맡은 사역 |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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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

| 올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기도제목) |

| 올해 내가 맡은 사역 |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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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

| 올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기도제목) |

| 올해 내가 맡은 사역 |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