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더 좋습니다.

생동하는 교회

팀 바이탈 소개 및 계획

자세한 정보를 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amvital@gnjumc.org

VISIT US ON THE WEB
www.GNJUMC.org/TEAMVITAL

www.GNJUMC.org/TEAMVITAL

새로운 제자들과 그들의 거듭난 삶, 그리고 
이런 변화를 이끄는 생생한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와 소그룹 모임, 선교와 나눔이 생기를 
얻어 새로운 제자를 양육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 주어진 사역 자원에 대한 이해

• 사역지에 대한 이해 

• 성령의 인도하심

• 비전 선언문 작성

• 이웃 교회와의 관계 발전

• 팀 미니스트리 구성 

• 사역 목표 달성

생동하는 교회  
(VITAL CONGREGATIONS) 에는:

팀 바이탈의 열매

We equip spiritual leaders to make disciples and 
grow vital congregations to transform the world

The United Methodist Church
of Greater New Jersey



대뉴저지 연합 감리교회의 비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 과감한 시도를 하고, 
헌신과 겸손을 통해 가르침과 치유, 영혼 
구원과 돌보심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리더십과 섬김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웨슬리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 개인과 사회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서로 하나 됨과 동시에 
담대히 전진하는 교회, 깊이 있는 이해와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활발한 소그룹 
모임과 큰 비전이 공존하는 교회, 모두에게 
열려 있어, 다양성이 존중되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

전도서 4장 9~10절 

팀 바이탈 (TEAM VITAL)

팀 바이탈은 교회 및 교회 지도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생동력 넘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팀 바이탈에 참여하는 교회는:

• 해당 과정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8-12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합니다.

• 구성된 팀은 두 번의 전체 그룹 모임을 통해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합니다.

• 팀 바이탈 자료를 바탕으로 팀이 함께 과제를 
완성합니다.

• 지역사회를 자세히 조사하여 깊이 
이해합니다.

•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훈련을 갖습니다.

•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 생동력 넘치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훈련된
리더십

교회와    
지역사회의
이해와 평가

생동력
(VITALITY)

사역 계획++ =

팀 바이탈의 특징

경험이 풍부한 전문리더의 전폭적인 
지원

사역 계획을 돕는 자료 제공

여러 교회가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기회 제공

계획실행을 위한 그랜트 지원

* 모든 자료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예배

소그룹 선교 나눔

새 제자 양육

팀 바이탈은 위의 다섯 가지 영역을 통해
교회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