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A는 지난 3월, 여행과 대면으로 하는 행사를 재개하며, 또래 학습 및 
웰니스 그룹 코호트 Peer Learning & Wellness Group cohorts의 3 
개 그룹이 함께하는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아리조나의 스코츠데일 (Scottsdale)에서 열렸으며,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생활을 격려하며, 그룹 구성원 간의 유대 관계를 심화 
시켰습니다.  이 행사의 주제는 마태복음 11장 28-30절을 바탕으로 한 “
은혜의 리듬” 이었습니다: 

“피곤한가? 녹초가 되었는가? 종교에 지치는가?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가면, 너는 너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쉬는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자. –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은혜를 강요하지 않는 리듬을 배우라. 나는 너에게 
무겁고 어울리지 않는 것을 덮어 씌우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하며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메시지 성경)

세 분야의 NBA 코호트가 수련회에 초대되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과 
사역들의 행정 지도자들; 라루카 (La Lucha) 투쟁 (The Struggle), 
정의를 위한 일에 적극적인 유색인종 사람들, YALE (the Young Adult 

건강, 리듬 그리고 밸런스: 
또래 그룹을 위한 수련회

INSIDE 인사이드: 
정신 건강과 건강 관리: 군목들을 위한 수련회가 켄터키에서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정신:  2022년 SENT 세미나를 위한 준비

2022년 봄 선교와 
사역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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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된 금액

보조금 수여를 받은 사역들

연장자를 위한 사역에 
보조를 받은 수

5세부터 25세의 청소년을 
위한 사역에 보조 받은 수

세대간을 위한 사역에 
보조 받은 수

더 자세한 내용은 
NBAcares.org/Grants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NBA 스텝들과 피어 러닝 웰네스 그룹 멤버(또래 학습 건강 그룹 멤버)들은 
정신 건강, 휴식, 그리고 은혜를 주제로 하는 수련회를 위해 모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203,000불

28개

5개 

14개

9개

2022년, NBA는 선교와 
사역 보조금이 두 번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봄과 가을로, 연장자와 

5세와 25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 제자회 
사역 기금 보조를 두 

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Leadership Experience; 청년 
리더십 경험), 히스패닉 목사들과 
사역의 리더들. 각 코호트들은 
말을 타거나 식물원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함께 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브레이크아웃 세션에는 드럼 서클 
힐링과 요가 수업들이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참석자들은 리듬과 
은혜의 다른 의미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룹들은 공인된 반인종주의 
트레이너이며, 지역사회 조직자이며 
선생님인 디에트라 와이즈 배이커 
(Dietra Wise Baker)박사로 부터 
상호적 정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수업은 이질적인 그룹 사이의 

파워, 힘의 역학을 중점으로 하는 
역할극 활동을 이끄는 멜리안 
다이얼로그 Melian Dialogue 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권력, 공평, 
정의에 관한 참가자들의 믿음들을 
표면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가장 좋아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예일
YALE의 멤버이며, 오리건 주 
포틀랜드의 프니엘 사역 Peniel 
Ministries을 하고 있는 요일 
바라간 가르시아 Yoli Barragan 
Garcia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인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서 힘 power를 제거하는 
특정 방식들로 행동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매우 쉬웠습니다. 
나는 이곳 저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소한 행동들이 그렇게 큰 기능을 
하는 지 몰랐습니다. 제 또래 그룹은 
저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작은 일들을 할 때, 
그것은 당신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또는 ‘당신은 
자신에게 어떠한 호의도 베풀지 
않고, 당신의 문화에도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습니다.’” 

NBA의 정신 건강 & 웰니스 
디렉터인 죠세린 스펜스 Joselyn 
Spence는 정신 건강과 대처 기술, 
그리고 탈진에 관한 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예술 치료 프로젝트에 
초대되었는데, 그것은 ‘내면의 
아이’가 그들의 삶에서 균형, 
리듬, 강조 그리고 조화의 존재에 
관한 예술가의 진술을 만드는 것을 
돕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영적 건강과 정신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 사회 공동체들과 교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코호트가 가져다 
주는 힘입니다,”라고 NBA 실행 
리더 코호트의 멤버이며 NBA 
인큐베이팅 파드너인 스토리 와겐 
Story Wagen의 전무 이사인 호세 
마르티네즈 Jose Martinez는 
말했습니다.

NBA의 또래학습과 건강 그룹
Peer Learning & Wellness 
Groups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NBAcares.org를 방문하십시오.

CALLED TO CARE

크리스천교회(제자회)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의 보건 및 사회 서비스의 
총회 사역으로서, NBA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공중 보건에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합니다. 

대면으로 하는 행사들에 관한 정책은 모든 
참석자들의 예방 접종 및 부스터 증명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벤트 참가자는 
마스크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BA의 
COVID-safe 에 관한 것은  CDC의 지침과 의료 
전문가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NBA 코로나 19 안전 이벤트 정책
Policies

수련회를 함께 하는 동안, YALE 코호트 
멤버들과 NBA 그룹 컨벤져 목사인 Rev. 
Bere Gil Soto는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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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NBA의 정신 건강 및 
웰니스 디렉터 조세린 스펜스 
Joselyn Spence는 켄터키 주 
플레전트 힐의 역사적인 셰이커 
마을 Shaker Village of 
Pleasant Hill 에서 크리스천 
케어 공동체들 Christian Care 
Communities의 목회자들을 
위한 이틀간의 수련회를 
이끌었습니다. 이 수련회는 
지난 12월 토네이도로 인해 이 
지역에 피해가 발행한 것에 대한 
위기 돌봄에 대한 것이며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전 세계 보건의 
팬데믹 영향에 대한 것을 주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련회의 주제인 ‘갱신을 
위한 공간’은 유행병 이후 
처음으로 목회자들이 대면으로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Christian Care Community의 채플린들이 NBA 의 정신 건강 & 웰니스의 디렉터인 
죠세린 스펜스 Joselyn Spence (오른쪽 하단)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직업적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격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된 미술 치료사로써 
스펜스 Spence는 추가적인 

NBA의 정신 건강 연구가 
켄터키로 향합니다.

NBA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NBA’s Social 
Entrepreneurship program
은 사회적 기업가들과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7년째인 
이 연례 행사인 SENT (Social 
Entrepreneurship) 세미나는 
학습과 전문 개발 행사입니다. 
올해 우리는 기업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녹음된 
웨비너와 라이브 세션을 모두 
갖춘 새로운 한 달짜리 모델을 

9월의 SENT를 준비하십시오

나눔과 휴식을 위한 창의적인 
표현 세션을 통해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 그룹들은 
자기 돌봄과 건강을 통합하는 
워크숍을 가졌고 목회 방법들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보일 것입니다. 

매주 미리 녹음된 새로운 
수업 세트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보고, 메모를 
하고, 질문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어 매주 수강생들을 초청해 
수업자료를 토론하는 라이브 
스피커 세션에 참여하게 되며 
동료 창업가들과 함께 질문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기조 연설자로 윌리엄 
J. 바버 2세 목사Rev. Dr. 
William J. Barber II, 메리 
터너 목사 Rev. Dr. Mary 
Turner, 오티스 모스 3세 Rev. 

Dr. Otis Moss III, 그리고 
제니퍼 매든 박사Dr. Jennifer 
Madden 가 있습니다. 

등록은 7월 1일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BAcares.
org/SENT 에서 확인하십시오.



모든 선물.    크리스천교회(제자회)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의 보건 및 사회 서비스의 총회 사역으로서, 우리는 인류의 행복을 옹호하고 
동정심과 보살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NBA는 북미 전역의 보건, 사회 
서비스, 정의를 구현하는 기관들의 지도자들을 위한 도구들, 자원들, 지원 그리고 
공동체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들은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들을 
지탱하게 하고, 공동체를 확장 시키며, 더 많은 사람들과 사역들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선물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민첩하게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힘을 실어 줍니다. 모든 선물은 우리가 진정한 교회됨을 의미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을 다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선물을 해 주십시오 - 한 번에 
한 사람의 리더, 하나의 조직,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의 비전에 도움이 되는 선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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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NBA는 제자회 선교 기금으로 부터 20만 달러를 지원 받았습니다! 제자회 교회들과 개인들의 
기여는 진정으로 “연민과 보살핌의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NBA 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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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N TO DON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