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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회 미주 지도자 대회 

미주 지도자 대회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창조하신 자기 자신의 향한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비전을 찾아 그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찾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대회입니다.  

특히 이번 제 21 회 미주 지도자 대회는 지금까지 했던 지도자 대회와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2 번 했던 것처럼 목회자 자녀들을 초청하게 된 것인데 

이번 21 회는 예전에 없던 대학생들이 10 명 중에 5 명이 있고 이번 해에 2 명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것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고어헤드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미주 지도자 대회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보다 넓고, 높고, 큰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미국에서 아이비리그(Ivy 

League)가 있는 동부지역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주 지도자 대회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전을 받아 

꿈과 비전으로 이어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한 발 내 딛는 결단과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국에서 약 십여일 정도 보고 느낄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아름다운 자연과 질서, 개척과 도전으로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을 

배려하는 인간애와 본래 미국을 신앙으로 이루어 놓았던 역사적인 믿음의 흔적을 보고, 

성공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매뉴얼 북을 참고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읽어 보고 항상 느끼는 것을 메모하고, 자기의 유익한 것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며, 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고 그 분들을 기억하고 그 섬김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도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질서 있게 활동하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기도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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