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회 문화상호적 모험 세미나 (In tercultural Adventure  Sem inar V) 

캐나다연합교회 내 한인공동체의 성령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2022 년 10 월 17 일 - 19 일, 제 5 회 문화상호적 모험 세미나가 

에드몬톤한인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캐나다연합교회 내 한인공동체의 성령론”입니다. 

17 일(월) 저녁 5 시 30 분 저녁 식사와 6 시 30 분 여는 예배로 이번 세미나의 막이 열립니다. 18 일(화) 

오전에는 연합교회 내 한인공동체에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당일 

오후에는 세 워크숍이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윤옥 목사의 문화상호적 예배와 목회(한인과 

비한인 연합공동체), 조광범 목사의 한인교회의 성례와 특별예식, 돈 슈와이쳐 교수의 세미나 추가 토론. 

저녁에는 지난 4 회 문화상호적 모험세미나의 결과로 쓰여진 “변두리의 예수" 출판기념회, 그리고 

패널토론회 “성령에 대한 이해와 그 역사하심에 대하여"가 열립니다. 이 토론회에는 Ca therin  

MacLean  목사, Le igh  Sincla ir 목사, 이건영 목사가 참석합니다. 19 일(수) 오전에는 세미나 평가와 

향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당일 점심 식사를 끝으로 세미나가 막을 내립니다. 

세미나의 모든 행사는 에드몬톤한인연합교회 (Edm onton  Korean  United  Church , 9624  74  

Ave NW, Edm onton , AB)에서 진행됩니다. 에드몬톤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참가자들을 위해 숙소는 

Ho liday Inn  Express & Su ites Edm onton  Sou th  (2440  Calgary Tra il NW, Edm onton , AB)에 

마련되어 있으며, 두 분이 한 방을 공유합니다. 식사는 점심과 저녁이 교회에서 제공됩니다. 숙소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숙소에서 조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숙소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등록 

- 등록비는 에드몬톤 거주자는 $50 , 에드몬톤 비거주자는 $100  입니다. 

- 등록은 세인트앤드류스대학교 담당자 멜라니(639-398-5565  또는 

melanie.schwanbeck@saskatoontheologicalunion.ca)에게 문의바랍니다. 

- 전화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시 현금, 수표, 직불,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 마감은 9 월 10 일까지입니다. 등록을 취소 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 사항 

- 에드몬톤에 거주하시지 않는 참석자(성인)들에게는 여행경비로 $300 를 드리고, 숙소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세미나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에게 점심과 저녁 (4 끼)가 제공됩니다. 

- 세미나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등록시 

반드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첫째날: 10 월 17 일 (월) 

   오후 5 :30  저녁식사  

 6:30  개회예배 (인도:김진식 목사) 

 7:00  소개 & 레크리에이션 (백용석 목사) 

 

둘째날: 10 월 18 일 (화) 

    오전 9 :00  세미나  성령론 (강사: 돈슈와이쳐 교수 /  통역: 현선도 목사) 

    오후 12 :00  점심식사 

  1:00   워크샵 

  워크샵 1 : 문화상호적 예배와 목회 (신윤옥 목사) 

  워크샵 2 : 한인교회의 성례와 특별예식 (조광범 목사) 

  워크샵 3 : 세미나 추가 토론 (돈슈와이쳐 교수) 

           4:00  휴식 

           5:30  저녁식사 

           6:30  출판기념회  변두리의 예수  

발표: 권오왕 목사 & 돈슈와이쳐 교수 (저자) 

           7:00   8 :30  패널토론회 - 성령에 대한 이해와 그 역사하심에 대하여 

  사회: 돈슈와이쳐 교수 

  패널: Catherine  MacLean  목사  세계 속에 계시는 성령님 

           Le igh  Sincla ir 목사  캐나다연합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건영 목사  캐나다 내 한인공동체 안의 성령님 

 

셋째날: 10 월 29 일 (수) 

    오전 9 :00  -12:00  모임 평가와 향후 계획 (인도: 정해빈 목사) 

 

 

 

세미나준비위원회 

(황민혁, Don Schw eitzer, 오유진, 전준혁, 정해빈, Emo Yango) 

  



Intercultural	Adventure	Seminar	V	

The	Holy	Spirit	for	Koreans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Dear	All,	

													An	Intercultural	Adventure	V	will	be	happening	this	fall	October	17,	18	and	19,	

2022,	at	the	Edmonton	Korean	United	Church	in	Edmonton,	Alberta.	Our	theme	will	be	

The	Holy	Spirit	in	the	Korean	community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We	will	begin	

the	evening	of	Monday	Oct.	17	with	supper	at	5:30	pm	and	opening	worship	at	6:30	pm.	

Tuesday	morning	we	will	look	at	how	the	Holy	Spirit	is	present	and	at	work	in	the	

Korean	community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The	afternoon	will	have	three	

workshops	that	will	run	one	after	the	other:	Worship	and	Ministry	for	An	Intercultural	

Congregation	(Korean	&	Non-Korean)	led	by	YoonOk	Shin,	Sacraments	and	special	

ceremonies	in	Korean	congregations	led	by	KwangBeom	Cho,	and	further	discussion	of	

the	theme	of	the	Holy	Spirit	led	by	Don	Schweitzer.	In	the	evening	there	will	be	a	book	

launch	for	Jesus	and	the	Marginalized,		then	a	panel	discussion:	“How	do	you	

understand	the	Holy	Spirit	and	where	do	you	see	it	to	be	at	work?”	Panelists	will	be	Rev.	

Dr.	Catherine	MacLean,	Rev.	Leigh	Sinclair,	and	Rev.	Dr.	Andrew	Lee.	Wednesday	

morning	will	feature	a	discussion	of	the	previous	days’	activities	and	discussion	of	a	

future	event.	An	Intercultural	Adventure	will	end	on	Wednesday	at	noon	with	lunch.		

									 This	event	will	be	held	at	Edmonton	Korean	United	Church	(9624	74	Ave	NW,	

Edmonton,	AB).	For	those	who	do	not	live	in	Edmonton,	accommodation	is	provided	at	

Holiday	Inn	Express	&	Suites	Edmonton	South	(2440	Calgary	Trail	NW,	Edmonton,	AB),	

where	two	people	share	a	room.	Meals	are	served	at	the	church	for	lunch	and	dinner.	

	

Registration	

-	The	registration	fee	is	$50	for	Edmonton	residents	and	$100	for	non-Edmonton	

residents.	

-	To	register,	please	contact	Melanie	Schwanbeck	(639-398-5565)	or	

(melanie.schwanbeck@saskatoontheologicalunion.ca)	

-	People	can	pay	in	person	with	cash,	cheque,	debit	or	credit	card;	or	over	the	phone	via	

credit	card	at	639-398-5565.	

-	Registration	deadline	is	September	10th.	Registrations	are	non-refundable	

	

Assistance	

-	For	Non-Edmonton	residents,	travel	subsidy	($300)	and	accommodation	will	be	

provided.	

-	Four	Meals	(lunch	and	supper)	will	be	provided	for	all	participants.	



-		Babysitting	service	will	be	provided	on	the	second	and	third	days	of	the	seminar.	If	you	

need	it,	please	let	us	know	when	registering.	

	

Schedule	

	

1st	day:	October	17	(Mon)	

				5:30	-	6:30pm	Supper	

				6:30	Opening	Worship	

	 	 Leader:	JinSik	Kim	

				7:00	-	8:30	Introduction	and	Fun	time	

	 	 Leader:	YongSeok	Baek	

2nd	Day:	October	18	(Tue)	

				9:00	–	12:00	am	Seminar	-	Holy	Spirit		

	 	 Lecturer:	Don	Schweitzer	/	Translator:	Sundo	Hyun			

				12:00	-	1:00	pm	Lunch	

				1:00	-	4:00	Workshops	 	

Workshop	1:	Worship	and	Ministry	for	An	Intercultural	Congregation	

	 	 	 Leader:	YoonOk	Shin	

	 Workshop	2:	Sacraments	and	special	ceremonies	in	Korean	congregation	

	 	 	 Leader:	KwangBeom	Cho	

	 Workshop	3:	Further	discussion	of	the	theme	of	the	Holy	Spirit	

	 	 	 Leader:	Don	Schweitzer	

				4:00	-	5:30	Break	

				5:30	-	6:30	Supper	

				6:30	–	7:00	Book	Launch	Jesus	and	the	Marginalized	

	 	 Don	Schweitzer	&	Ohwang	Kwon	

				7:00	–	8:30	Panel	Discussion	

	 How	do	you	understand	the	Holy	Spirit	and	where	do	you	see	it	to	be	at	work?	

	 Moderator:	Don	Schweizer	

	 Panelists:	Catherine	MacLean:	The	Holy	Spirit	present	in	the	world		



																														Leigh	Sinclair:		The	Holy	Spirit	present	in	the	United	Church		

																														Andrew	Lee:	The	Holy	Spirit	in	the	Korean	community	in	Canada		

3rd	Day:	October	19	(Wed)	

				9:00	-	12:00	am	Evaluation	&	Plan	

	 	 Leader:	HaeBin	Jung	

	

	

We	will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October	in	Edmonton!	

Yours	in	Christ,	

Minhyuk	Hwang	and	Prof.	Don	Schweitz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