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여름 동안, 노르마 엘링턴-트위티 박사, Dr. Norma 
Ellington-Twitty,와 모니카 웨들록 킬패트릭 목사, Rev. Monica 
Wedlock Kilpatrick,는 NBA에서의 일과 경험들을 나누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선임 마케팅 담당자 Senior Marketing Associate인 브리트니 
킹, Brittany King, 이 주관한 이 대화는, 보건 및 사회 
복지부로서의 NBA의 역사, 그 다양성과 리더십의 자질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화는 또한 엘링턴-트위티와 킬패트릭 사이에 “성화 전달”의 
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엘링턴-트위티는 1985년 프로그램 계획 및 평가의 부회장으로 
NBA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집행부 리더의 역할로 NBA에 가입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엘링턴-트위티는 흑인 제자회 공동체가 교단의 보건 및 사회 봉사 
활동에 포함되어지는 길이라고 여겨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NBA의 목소리: 흑인 여성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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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NBA 스태프: 우리의 재능 있는 새로운 팀 멤버들을 만나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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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마 엘링턴-트위티와 모니카 웨드럭 킬페트릭은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린 NBA 
행사에서 연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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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D TO CARE

‘예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NBA로의 여정은 1950
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위하여 NBA역사에서 
첫 에이전시 였던 세인트 
루이스 크리스천 홈, St. Louis 
Christian Home, 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문에 있는 표지판과 DOC의 
엔드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각적인 
이미지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백인 아이들 중 하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은 교회이다. 그런데 
나는 나 자신(흑인으로써의 
자신)을 대표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몇 년 후, 1979년, 저는 
NBA와 전미대회대책 위원회, 
National Convocation task 
force,에서 일하도록 초대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별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그 때 
세인트 루이스 크리스천 홈, 
St. Louis Christian Home, 
밖에서 경험했던 그 순간이 
떠 올랐습니다. 그리고 50
년대 이후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참여한다면 
변화가 일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 
‘yes’한 것은 그녀가 NBA 
이사회에 합류하도록 이끌었고, 
그 단체의 경영진 지도자로 
이어졌습니다.  엘링턴-
트위티의 일은 전국의 NBA의 
주택 에이전시를 위한 프로그램 
품질과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 
졌습니다. 

엘링턴-트위티가 NBA에서 
일한 지 30년 후, 킬패트릭은 
2015년 제자회 돌봄 교환, the 
Disciples Care Exchange, 
와 친화 그룹 디렉터, Affinity 
Group Director, 를 위한 
NBA 스태프에 합류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킬패트릭은 

현재까지 NBA의 경영진 리더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경영 리더십 
역할은 조직 개발 부대표, 
the Associate Vice 
President of Organizational 
Development, 였고, 
현재는 조직 및 리더십 개발 
부대표, the Vice President 
of Organizational & 
Leadership Development, 
로서 NBA의 모든 미션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킬패트릭은 엘링턴-트위티 
박사에 이어 NBA에서 
경영진의 리더 자리를 맡게 된 
두 번째 흑인 여성 입니다.

엘링톤-트위티와의 대화에서 
그녀는 “NBA의 노르마가 
없었다면, 모니카도 없을 
것이다… 당신이 대표자로써 
스스로를 보지 않는다면, 
당신이 대표자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대화는 크리스천교회
(제자회) 안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있는 흑인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 배움과 조언을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NBA는 엘링톤-트위티 
박사와 킬페트릭 목사와 같은 
지도자들과 역사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대화의 3부작 
비디오 시리즈를 보려면 
NBAcares.org/Monica-
Norma를 방문하십시오.

Dr. Norma-Ellington-Twitty Rev. Monica Wedlock Kilpatrick

http://NBAcares.org/Monica-Norma
http://NBAcares.org/Monica-N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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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BA는 각각의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역동적인 신입 스태프들을 환영하였습니다.

바바라 베가, Barbara Vega, 는 개발 부사장입니다. 
그녀는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비 영리 기금 모금에 18
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죠슬린 스펜서, Joselyn Spence, 는 NBA의 
정신건강과 건강 계획의 디렉터, the Director of 
NBA’s Mental Health & Wellness Initiative, 
입니다.  그녀는 자격증이 있는 전문 상담사, 미술치료사, 
요가 및 명상 교사입니다. 

레이 카림 목사, Rev. Rae Karim, 는 임시 엑스프로어/ 
청년 리더십 개발 코디네이터, XPLOR/Young Adult 
Leadership Development Coordinator, 로써의 

역할을 수락하여 NBA의 청년 프로그램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알렉시스 본 목사, Rev. Alexis Vaughan,는 정의를 
위한 코디네이터, Justice Coordinator, 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아 우리의 방향을 옹호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합니다. 

전 NBA 이사였던 신디 킴 헝그스트, Cindy Kim 
Hengst,가 새로운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도서민, 
Asian-American/Pacific Islander (AAPI), 청년 
동료 학습 및 건강 그룹, Young Adult Peer Learning 
& Wellness Group, 을 이끌기 위해 함께 합니다. 

NBAcares.org/about-nba/staff 를 방문하면 새로운 
스텝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NBA, 새로운 스태프를 환영합니다.

“우리의 의도는 각 단체가 2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하나는 제자 
교회 안에서 BIPOC (흑인, 토착민, 유색인종)
와 다른 소외된 단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연결하려는 
의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네 개의 새로운 동료 학습 & 웰네스 그룹, 
Peer Learning & Wellness Groups,이 NBA에서 
출범합니다. 

이 그룹들에는 히스패닉계 및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도서민 청년, Hispanic and Asian-
American/Pacific Islander young adult 
groups, 단체로 구성된 보건 및 사회 복지부 집행 
이사들과 사회 정의의 이슈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 BIPOC (흑인, 토착민, 유색인종, Black, 
Indigenous, People of Color) 지도자 그룹입니다. 

“우리는 모든 동료 그룹들을 위하여 다년간의 
정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각 단체들이 반압박, 반인종주의, 친화합,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옹호와 적극적인 실현을 
위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참여 담당 이사, Director of Community 
Engagement, 인 엑토르 J. 에르난데스 마르시알 
목사, Rev. Héctor J. Hernández Marcial, 는 

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네 개의 새로운 동료 그룹을 출범시킨 NBA

Barbara Vega Joselyn Spence Rev. Rae Karim Rev. Alexis Vaughan Cindy Kim Hengst

NBA 행동주의 NBA Activism & 동료 학습 옹호 
Advocacy Peer Learning & 건강 그룹 Wellness Group

http://NBAcares.org/about-nba/staff


733 Union Boulevard, Suite 300
St. Louis, Missouri 63108

NBA는 제자회의 선교 기금 지원을 받은 고마운 수혜자 입니다.  여러분의 기여가 
이런 이야기와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상에 살고 있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상은 여전히 고립되고 두려운 감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은 약물 중독이나 정신 질환을 통해 사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직장이나 집을 잃는 것을 포함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위해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에서도 차이를 만들기 위해 그 용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국자선협회, The 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 는 조직과 리더십 계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한 온정, 치유, 정의를 위해 제자회 산하 보건사회 봉사 사역및 비영일 

단체와 협력하고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간과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이 중요한 일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NBAcares.org/donate 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MISSION STATEMENT

Following God’s call, the 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 
exists to inspire and connect the people and ministries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to accompany 
one another in the creation of communities of compassion 
and care, and to advocate for the well-being of humanity.

NBAcares.org

/NationalBenevolentAssociation

@NBAdisciples

@NBAdisciples

(314) 993-9000

ENGAGE WITH THE NBA! 

Give Generously to NBA Ministries!

Scan to Donate

http://NBAcares.org/donate
http://nbacare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