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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PCAN X (제 10차 열방을 향한 선교전략 기도성회) Schedule  

시  간 10.25일 (수) 10.26일 (목) 10.27일 (금) 

7:30-8:30am    Break fas t  & Fe l lowsh ip   

9:00 am 

  

성경에 나타난 차세대 

발제:   박희민 목사 
논찬:     이은무 목사  

  차세대의 선교비전 

발제:  Jon Choi 목사 

논찬:      최바울 목사 

10:00 am 

 

1 세대와 차세대 관계 

발제:  호성기 목사 

논찬:  정민철 목사  

차세대와 함께하는 선교전략 

발제:   정민용 목사 

논찬:  허연행 목사  

11:00 am B  r  e  a  k         T  i  m  e  

11:30 am 
KIMNET 총회 

차세대의 헌신 

발제:              이야곱 목사 

논찬: Brendon Lee 목사 

12:30 pm L u n c h  

1:30 pm 

등록 

Registration 

& Check-In 

 

 

각 선교단체 사역 보고   
 

ACWMI:  권종승 선교사 

GMI: 양태철 목사 

KAFHI: 정승호 목사  

KoNext: Rev. Ray Park  

세대간 협력사역 모델 

발제:  이성철 목사 

논찬:   강민수 목사 

2:30 pm 차세대 선교동원 전략 

발제:    고훈 목사 

논찬:   김호성 목사 

3:30 pm Break Time   

4:00 pm 

 

네트웍별 사역 보고 

교회선교교육/활성화 (장세균 선교사) 

미디아선교 (이종문 목사) 

교육선교사 사역지원 (송제임스 목사) 

캠퍼스선교(김다윗 선교사) 

디아스포라 선교사역 (이상진 장로) 

Workshop 
 

세대와 차세대 관계 (정민철 목사)  

차세대와 함께하는 선교전략(  정민용 목사) 

차세대의 헌신 (이야곱 목사)   

세대간 협력사역 모델 (강민수 목사) 

차세대 선교동원 전략 (김호성 목사 ) 

6:00 pm D i n n e r  &  F e l l o w s h i p  

7:30 pm 찬     양             과            경     배 

7:50 pm Jimmy Lee (인도) 최상득 선교사 (과테말라) 장다윗 선교사 (중동아시아) 

8:10 pm 

10:00pm 
Missional Challenge 

노제이슨 목사  
 

Missional Challenge 

한기홍 목사  
 

Missional Challenge 

김대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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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한기홍 목사                        

KIMNET 이사장/ 은혜한인교회 담임  

  

금번 KIMNET 제 10차 열방을 향한 선교전략과 기도성회를 열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초교파적 동역과 네트워킹을 통한 선교를 위해 창립된 킴넷(Kingdom Inter-Missions Network, 

KIMNET)은 북미주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통하여 마지막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꿈꾸며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KIMNET은 

지금까지 선교지도자대회, 선교전략회의,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등 연합사역을 통하여 세계선교를 

앞당기는데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킴넷은 

교회의 모든 가능한 자원을 선교에 접목시키도록 지역 교회의 선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교회 1세대들은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제기되는 문제는 1세대들의 선교의 헌신과 열정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미주 한인교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 10차 열방을 향한 선교전략과 기도성회는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비전을 나누고 특별히 “차세대를 바로 세워주자”는 주제로 다음 세대의 리더십에 관심을 가지는 

선교전략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목적대로 우리 모두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여 차세대들의 선교 잠재력을 깨우는 

일에 앞장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차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여 세계선교를 

완수하도록 중보기도와 선교에 적극 동참하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KIMNET의 역활이 

중요합니다. 열방을 품고 차세대 선교사를 준비하는 기도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순전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 귀한 성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장소를 제공하시고 섬겨주시는 달라스 연합감리교회 이성철목사님과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중보기도자와 선교동역자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홍 목사 드림 

Greetings from Rev. Gihong Han ...한기홍 목사  KIMNET,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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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KIMNET 제 10차 열방을 향한 선교전략과 기도성회 에 

참여하신 동역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호 성기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담임/ PGM 국제대표 

                                                    KIMNET 대표회장 

 

전략과 기도는 분리할수 없습니다. 전략은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선교는 인간의 행사로 끝납니다. 기도는 있는데 

전략이 없으면 선교는 진보하지 못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선교의 전략과 기도도 변화하는 

세상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위하여 첨예화 되어야 합니다.  
 

트럼트 대통령에 의하여 해임되었던 제임스 코미(James Comey) 전 미국 연방수사국장(FBI)이 해임 되기전 공중파 

방송에 나와 기가막힌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IS 테러집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IS의 

테러전략이 디아스포라 테러 전략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입니다.’ IS는 이 전략대로 테러리스트 들을 전 세계로 흩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테러리스트’들이 종횡무진으로 악행을 

저질러 오고 있는 것을 목도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모방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감추어놓으신 마지막 모략(God's 

Conspiracy) 이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으셔서 저들이 

흩어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이 시대에 악한 영들은 기가 막히게 이 전략을 본떠서 

자신들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가에 초점을 맞추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속으로 흩어 디아스포라 로 파송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에게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120여명이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제자들을 사도라 고쳐 부르시면서 

세상속으로 내어보내셨던 주님은 저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천국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하라’고 하셨습니다. 
 

‘권세’는 authority 입니다. 사전적인 해석은 right to rule, 즉 다스리는 자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를 받습니다. ‘능력’은 power입니다. 사전적인 해석은 ability to rule입니다. 실행감당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소명을 받은 동역자 여러분 이 시대의 선교의 전략은 디아스포라 전략이 되어야 하며 이 시대의 기도는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략과 기도가 하나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향기로(고후 2:15), 그리스도의 편지로(고후 3:1)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 (고후 5:20)로 살수 

있게 될것입니다. 이번 10차 대회의 만남이 철이 철을 부딪혀 우리모두가 더욱 선교와 기도에 첨예화를 이루는 복된 

만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호 성기 목사 드림  

Welcome to the 10th International Prayer Conference   호성기 목사 KIMNET,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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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from Rev. Sung Chul Lee  KIMNET, Co–Chairman  Sr. Pastor of Hosting Church 

환 영 사 
이성철 목사                        

KIMNET 공동회장/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담임  

  

 

KIMNET 제10차 ‘열방을 향한 선교전략 및 기도성회’ 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이번에 저희 달라스중앙연합감리 교회에서 KIMNET 제10차 ‘열방을 향한 선교전략 및 기도 성회’ 

컨퍼런스가 열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기쁘게 생각 합니다. 

북미주 선교 동원과 선교 자원화와 선교 협력을 위하여, 2002에 결성된 KIMNET 모임이 어느덧 

15년이 넘었습니다. 북미주 한인 교회들과 한인 선교 단체들 간의 선교 협력을 위하여 시작된 

KIMNET (Kingdom Inter-Missions Network)은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한 GIMNET (Global 

Inter-Missions Network)과 함께, 북미주 한인 교회들이 연합하여 북미주 교계가 선교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 중소형 교회들의 선교적인 리더십과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 선교지에 현지인 목회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며 현지 

목회자 스스로가 선교지를 복음화 하는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은 “차세대를 바로 세워 주자” 란 주제로 열리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금번 

모임을 통해 세대간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삶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세상의 것으로 에너지 삼지 않고 기초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것으 로 

무장하지 않고 진리로 무장하고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 세계선교를 향해 달려 갈 수 있으면 

합니다. 

그동안 KIMNET을 위하여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와, 이번 모임을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으로 귀한 선교의 열매가 맺혀 지길 기도 드립니다. 

 

 

이성철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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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Evening Missional Challenge 

Rev. Jason Noh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다음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왕하2:5-11) 

                                                                                                                                               

Missional Challenge  (수) 다음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Rev. Jason 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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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Evening Missional Challenge 
한기홍 목사  

KIMNET 이사장/ 은혜한인교회 담임  

 

차세대로 꿈꾸게 하라  

(창37:5-11)  

 

Missional Challenge  (목)  차세대로 꿈꾸게 하라  한기홍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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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Evening Missional Challenge 
김 대 영 목사  

위싱턴 휄로쉽 교회 

교회의 존재 이유: 선교적 교회  
(왕상19:18) 

 
1. 선교 환경의 변화 

·20세기 말이 되면서 선교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먼저는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 세력이 확장 일로에 있다. IS, Taliban, Al Qaeda, Boko 

Haram 등 회교 무장 세력들이 기독교에 대한 테러를 일삼고 있고, 공산권 국가들은 새롭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기존의 기독교 세력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세속화되어간다. 영국은 이미 무슬림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1621년 

청교도인들에 의해 세워진 미국은 동성간의 혼인을 합법화 했다.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넘치고 있다.  

·20세기 말이 되면서 대규모의 민족 이동이 시작되었다. 20세기 까지는 소수의 서구 사람들이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을 

했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 말이 되면서는 거꾸로 비기독교 권의 사람들이 기독교 권의 서구 나라들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2. 선교적 교회론의 등장 

·레슬리 뉴 비긴(Lesslie  newbegine)은 변화에 대응 하기는 커녕 오히려 급격하게 무너져 가는 유럽과 북미주의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1989년에 출판된 ‘복음과 네트워크’라는 책을 통해 오늘날 합리주의와 개인주의로 표방 되는 모던니즘과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선교적 교회론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선교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었다. 교회는 그 선교를 지원하고, 성도들은 

선교사들의 해외 사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하고 돕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론은 선교가 사역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그것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한다.  

·선교적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 위임령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교회들이 이것을 다시 

본질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실천한다면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 자체도 필요 없게 된다. 

·선교적 교회론이 그동안 서구 교회에 있어 왔던 여러 신앙 운동들과 다른 점은 그것들이 단순히 교회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적인 차원에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학자들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선교 신학적인 차원에서 고민하면서 신학적 

기초를 세운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기에, 성도들이 모두 선교적 사명을 가진 제자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 자체가 선교사의 삶을 사는 데 그 초점이 있다. 그 중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초문화권 선교사로 가고., 특별한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말로 전하는 복음 보다는 삶으로 전하는 복음에 초점이 있다.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아직도 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더 많이 나가야 하지만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는 세계 여러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도 그저 목사나 선교사 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Missional Challenge  (금)  교회의 존재 이유: 선교적교회 (왕상 19:18)  김대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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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al Challenge  (금)  교회의 존재 이유: 선교적교회 (왕상 19:18)  김대영 목사   

3. 선교적 교회론의 성경적 근거 

·선교적 교회론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에 불과하다.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자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1) 복의 근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머리였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여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하는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목적은 그가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창12:2,3) 
 

2) 화목하게 하는 자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가 변화된 자들이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도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이다.(고후5:17,18)  
 

3)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도 결국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구약 시대 제사장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구약 시대 제사장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벧전2:9) 
 

4)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같은 명령이 두 개가 있다. 그 하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선교의 명령이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주님의 또 하나의 명령인 사랑의 계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비로서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마28:19; 요13:34)  

·그런 의미에서 챨스 벤엥겐이 선교적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그의 소명에 응답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한 것은 정확한 것이었다.  

 

4. 선교적 교회의 비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첫째는 예배의 사명이고, 둘째는 성도간 교제의 사명이고, 셋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제자를 세워가는 양육의 사명이고, 넷째는 받은 은사대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 봉사의 사명이고, 다섯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해야 하는 선교의 사명이다.  

·이 사명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주신 것이 비전이다. 따라서 모든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같지만 비전은 

달라질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인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비전들도 선교적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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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배 사명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성도 개인의 회개와 치유와 회복과 삶의 결단을 가져온다. 교회 안의 연약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인내가운데 

품어주며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을 받아주며 사랑으로 섬기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여러 민족의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가지 목표와 비전 아래 함께 예배 드리게 한다. 각각의 회중들은 재정과 

인사가 독립되어 있지만 선교적 교회로서의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 

 

 

 

 

 

 

 

 

 

 

2) 교제 사명 

·말씀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소그룹을 통해 세상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한다.  

·각종 동호회 활동을 하는 목적도 궁극적으로 교회 외부의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생의 각 단계 별로 세워진 생활 훈련 학교를 통해 가정의 회복과 변화를 추구한다. 

 

 

 

 

 

 

 

 

 

 

 

 

 

3) 양육 사명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평신도 훈련과 성경 교사들을 세우는 성경 대학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한다.  

·공교육이 무너져 가는 이 시대에 주일 학교와 크리스챤 스쿨을 통해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세워간다.  

 

Missional Challenge  (금)  교회의 존재 이유: 선교적교회 (왕상 19:18)  김대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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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사 사명 

·지역 사회와 한인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구제 사역, Homeless 사역, 

장학 사역, 상담 사역 등이 있다.  

·영어가 필요한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영어 학습을 제공하고, 또 바쁜 부모들이 

살펴주지 못하는 이만자들의 자녀들에게 

무료로 영어와 수학과 SAT를 가르쳐주는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지 역  사화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5) 선교 사명 

·선교 대상지는 주로 미전도 

종족 중심으로 하고, 또 선교 

방법은 팀 사역 중심으로 한다.  

·선교의 내용은 교육 선교, 

BAM (Business As Mission) 선교, 

전문인 선교를 중심으로 한다. 

교육 선교는 선교지의 저항을 

줄이고, 선교사의 체류를 쉽게 

하며 장기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선교 현지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도움을 

줄  수  있 도 록  비 즈 니 스 를 

개발해준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전문가 인력을 활용하여 선교지에서 전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Missional Challenge  (금)  교회의 존재 이유: 선교적교회 (왕상 19:18)  김대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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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선교보고 Mission Report 

Jimmy Lee 선교사 (인도) 

쾌락의 종에서 13억 인도 영혼들의 목자로 (UBF, India)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I. 하나님을 만나고 UBF 선교사가 되기까지 

첫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는 1949년 5월 16일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서 가난한 농부의 2남 5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인자하신 

유학자로서 붓글씨를 잘 쓰셔서 시골에서 명필로 유명했습니다. 어머님은 고향이 서울이셨지만, 여자는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외할아버지의 생각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가정주부셨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며, 어렸을 때 자연을 벗 삼아 

뛰놀며 물방개와 잠자리 그리고 뱀을 잘 잡는 아이로 알려졌습니다. 시골에서 소박하게 자랐던 저는 당시 조흥은행에 

다니시던 넷째 누님의 도움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전학하여 청계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저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학교인 배재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저는 채플과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성경에 대해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 학생들은 의리도 있었고 난생 처음으로 하게 된 성경 공부는 하나님께 대한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서울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자부심 가운데 공부했고, 1968년 서울대 공대 응용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저의 꿈은 공학박사로서 대학교수를 하든지 아니면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성공하여 가난한 가정을 일으켜 세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여대생들과의 미팅 등을 즐기며 점점 캠퍼스의 죄악된 분위기에 이끌려 쾌락적인 삶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술과 데이트가 당시 저의 낙이었습니다. 무교동 막걸리 집에서 거나하게 취한 후 태릉에 있는 공대 기숙사 담을 

넘어가는 일이 하루의 일과같이 되었습니다. 학과 성적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멸망하도록 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학교 3 학년 때 서예학원에서 만난 한 

여대생을 통해 UBF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을 1대1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Mission Report (수)  쾌락의 종에서 13억 인도 영혼들의 목자로 Jimmy Lee 선교사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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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랑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섬겨 주시는 목자님들에 이끌려 계속 마가복음을 공부했습니다. 그해 숭전 대학교에서 

가진 전국 여름수양회 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신 것과 같이 저를 서울 공대 지성인들의 목자로 부르시는 

음성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공대 캠퍼스가 쾌락을 즐기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임을 

영접하고, 사명인으로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저를 캠퍼스 목자로 훈련하여 주시고, 졸업 

후에는 공군 장교로서 4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둘째, 남은 자요, 거룩한 그루터기로 살고자 결단하다. 

그런데 장교생활 1년 후 저는 세상의 쾌락에 다시 빠져들게 되었고, 동료들과 함께 음란의 죄를 여러 번 지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빠져 모자를 눌러쓰고 다녔으며, 목자님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1년 간 UBF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모님들의 끈질긴 심방과 기도로 여름수양회에 마지못해 참석하였는데, 이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었고,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저는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갖은 고초를 당하시고 붉은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의 음성이 생각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15:34) 주님께서는 나의 정욕과 쾌락과 음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 받으셨습니다. 나의 

교만과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붉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제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주님의 사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1:18) 그때 저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식과 죄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고, 새롭게 주님을 위해 

사명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남은 자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 죄악 된 시대에 

나도 남은 자요 거룩한 그루터기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 후 남은 2년간의 군복무 기간 동안, 기지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였으며, 

현재 미국 뉴욕 UBF 지부장으로 계신 백다윗 선교사님도 그 때 우리 부대의 사병으로서 그룹 공부에 참석하던 멤버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제대 6개월 전인 1975년 12월 31일에, 화학을 전공했지만 예술적이며 아름다운 이마리아 자매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영접하고 산 소망을 갖게 되다. 

제대 후에 LG화학에 취직하여 6년간 평신도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3개월 된 아들 요한이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욥기 1장 21~2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4~2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의 꽃과 같은 세상에서의 출세와 땅의 영광을 구하던 마음을 

회개하고, 산 소망을 확고히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전환하였고, 오늘날까지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며 사명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일 년 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다시 아들 

바울이를 허락하심으로 크게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 현대중공업 ㈜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6년을 근무하며, 연세대와 

이화여대 개척 역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Mission Report (수)  쾌락의 종에서 13억 인도 영혼들의 목자로 Jimmy Lee 선교사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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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선교사로 부르심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히려 경한 일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으로 쓰임 받는 일이 하나님의 더 큰 뜻임을 영접하고, 세계선교에 쓰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현대 중공업 직장을 통해 인도 뉴델리에 인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부터 30년 전인 1987년 3월 29일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의지하여 이방의 빛으로, 외적으로는 

현대중공업 뉴델리 지점 주재원 과장으로 인도 뉴델리에 파송되었습니다. 

II. 자비량 선교사 

첫째, 선교지 현황 

인도는 인구가 13억이나 되며 국토 면적이 남한의 33배나 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이상인 

미전도 종족이 569종족이 되며, 그 중 50%가 인도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3억이나 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요즈음에는 IT 강국 BRICS 5개국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교민도 12,000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매일 아침 우상 앞에 절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585개 대학교가 있으며, 

인도 대학생들의 최고의 소망은 고급 국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대학생들이 IT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는 여름에는 온도가 45도를 오르며, 최고 49도까지 올라간 적도 체험했습니다. 물은 하루에 아침 

저녁 두 차례 1시간 정도 공급되며, 전기 사정도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하루에 3시간 씩 

정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살기가 겁이 나는 환경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13억 인구의 80%인 10억이 힌두교인이며, 모슬렘은 12%로서 1억 5천만 명에 달하며,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모슬렘 국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3% 미만입니다. 인도에서는 외국인은 개인적으로 신앙의 자유는 있으나, 외국인에 

의한 선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교 활동 하는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3일 안에 쫓겨나게 됩니다. 힌두사상은 윤회 

사상으로 이 세상에서 선행을 했을 때 내세에 좀 더 높은 카스트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악행을 했을 때는 짐승이나 

심지어 곤충으로 태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윤회사상, 카스트 제도로 인한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 사이의 심한 갈등과 반목, 종족 사이의 

싸움과 학살, 가난과 무지, 정치가 및 공무원들의 부패 등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장래에 대해 두려워하며, 가난으로 인한 운명주의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대학생들은 쾌락주의에 점점 

빠져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근본 문제는 취업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려는 사탄의 손아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죄사함과 참 생명을 주시고, 사명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도 29개 주와 585개 대학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인 목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자비량 사역  

마태복음 6장33절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마음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삶의 방향입니다. 이 말씀은 저의 결혼 요절이며, 선교사 삶의 방향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재원의 

신분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주로 저녁에 현지인 대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상사 주재원들의 식사 초대 및 파티 초대 등을 항상 거절하여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상사 주재원들은 

저에게 “무슨 밤 일이 그렇게 많으냐?” “혹시 두 집 살림하는 것은 아니냐?” 하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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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대학생들과 성경 공부 약속이 있는 날에는 모든 모임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3년 기간의 주재원으로 왔으나, 해양 공사 사업이 잘 되어 3년이 더 연장되어 6년을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1993년 6월, 6년간의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회사 규정에 따라 본국으로 귀국해야 했을 때, 인도 선교에 계속 쓰임 받고자 

결단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며 성장해 가는 어린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인도에서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줄도 잘 알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의지하며,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한 좋은 직장을 허락하심으로 저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사업을 하는 한 인도인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는데, 한 번 만나 대화를 나누자마자 자기가 찾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현대 중공업 뉴델리 지점에서 받던 똑같은 대우를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무역(수입과 수출, 구매 등)을 실제로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장차 자비량 선교사로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2년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잘 아는 인도인과 합작으로 JIREH INTERNATIONAL PVT. LTD.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무역과 투자 자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한국 업체의 뉴델리 지점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과 인도와의 무역 증진과 친교 강화에 기여했다고 하여, 상공의 날에 한국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역업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한국에 IMF로 인한 경제 불황이 닥쳐 오자 제가 

감당하던 사업체들도 영향을 받아 철수 하게 되었고, 저희 가정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사표 

내지 말라고 말리던 친척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더니 이 고생을 한다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 요한 복음 11:25,26절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였습니다. 그 때 일부 동역자들 사이에 동역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저는 깊은 절망감을 맛보며 하나님께 매달려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당시 외아들 바울이의방황은 저희를 회개와 간구에 더욱 

힘쓰게 하였습니다. 인도 캠퍼스 선교를 위하여 저를 택하시고 보내사 이제까지 써 오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볼 때, 저희를 정결케 하사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로 빚으사 쓰시려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심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시 LG 전자와 삼성 전자가 

인도에 들어 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한 후원자를 허락해 주셔서 직접 전자 부품 공장을 운영 하게 되는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단시일 내에 물질 자립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종업원이 150명이 되기까지 

성장했으나, 5년이 지난 후에, 저단독적으로 공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7월부터, JIREH ELECTRONICS PVT. LTD. 라는 이름으로 건평 250평 공장 건물을 임대하여, UPS를 생산하는 

미국회사에 WIRING HARNESS을 공급하는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회사를 설립하고 정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인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여러 절망적인 한계상황에 부딪혔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관공서에서 승인에 필요한 허락을 위해 부처별이 아닌 각 사람에게 물질을 지불해야 

가능하게 되어 있는 깊은 부패의 현장에서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우며 지탱해 나가다가, 한계를 

만나, 공장을 접고, 2011년 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종업원이 6,600 명에 공장이 

38개나 되는 산다르 그룹 상근 고문으로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회사와 산다르 그룹과 합작 및 기술제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4개의 한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도에서 생산, 공급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의 과거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과 쌓은 지식을 온전히 사용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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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비자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는 외국인의 비자를 대단히 

까다롭게 다루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남아 있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비량을 위해 이런 힘든 투쟁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대로 현지인 제자양성 사역을 축복하셨습니다. 

자립을 위한 좋은 직장을 허락하셨고, 방황하던 아들 바울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Trinity신학교에서 신학 석사와 

상담학 석사를 마치게 하시고, 일생 하나님의 역사와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막내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인도 첸나이에 있는 국제 학교에서 음악 선생으로 일을 시작한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인도 선교의 비젼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뉴델리 한인 사회에서 저를 한인회장으로 추대하여, 2005년 3월부터 2년간 한인회장직을 맡아 사회봉사도 

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인도 자문위원을 12년간 맡기도 했습니다. 제가 인도라는 척박한 사명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투쟁했을 때,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많은 것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III. 현지인 대학생 제자양성 사역 

첫째, 한 사람과의 깊이 있는 일대일 성경 공부의 중요성 

뉴델리에 도착한 저는 바쁜 주재원 생활을 감당하며 어떻게 일과 후 남은 시간에 어학 정복과 현지인 제자양성 역사를 

섬길 수 있을까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일과 후에 택시를 대절하여 네루 대학교를 

심방하고 혼자 잔디 위에 앉아 믿음의 조상을 세워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간 이 일을 

계속했지만 아무런 꼬투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4개월 되던 날 한 교환교수의 소개로 Abraham Longrichang 

형제를 만나 일대일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인도 나갈랜드 출신으로 네루 대학 역사학과 석사과정에 

있었는데, 장차 교수가 되거나 고급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창세기 말씀을 

영어로 열심히 준비하며, 인도 학생도 말씀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거룩한 사명인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자 당시 네루 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학생인 John Angam, 힌두교인이며 

포르투갈어학과 학생인 Mateus Singh 형제, 취직하기 위해 뉴델리에 올라와 기숙사에 친구와 묵고 있던 Moses Len-

thang 형제들을 주일 예배에 초청하기 시작하여, 1:1과 주일 예배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역자는 인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잡고 서가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흥분되어, 이들을 왕자같이 영접하며, 주일 예배 후에는 

한식으로 섬기며 교제를 계속했습니다.  

인도 UBF의 믿음의 조상인 Abraham Longri 목자는 그 후 창세기 12:2절 말씀을 붙잡고, 미국 시카고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의사인 Dr. Liz 자매 목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약 10년간 Loyola 대학교 개척 역사를 

섬기다가, 예일 대학교 개척을 거쳐, 최근 몇년 간은 Boston Chapter의 책임자가 되어 Harvard, MIT 등의 대학생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John Angam 형제는 동인도 마니푸르 주 출신으로, 처음 인도 UBF에 나왔을 때 사회학 

석사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하여 바지 하나를 밤에 빨아 말려서 낮에 입고 하여 5년간이나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명문 네루대학교에 들어왔지만, 학업을 계속할 돈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초등학교 

교장으로 살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대일 말씀공부를 통해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으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고, 누구의 죄인가 하며 슬프고 

운명적인 삶을 살던 데서,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방향을 잡고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대신 교수 목자가 되도록 기도하자고 

제가 기도제목을 제시했을 때, 그는 이를 영접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여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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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D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부지런하고 섬기는 삶이 몸에 밴, 믿음의 여인 줄리 목자와 가정을 이루고, 

20만 명의 대학생이 있는 델리 대학에서 사회학 교수로 근무하며 DU North Campus를 개척하였습니다. 2003년 

11월부터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대학에 교환교수로 가서, 믿음의 조상 Bekele 목자를 제자로 

세웠습니다. 2005년부터, 온 가족이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나아가 3년 반동안, 본격적인 개척 역사를 섬기다가, 다시 인도 

델리 대학교 교수로 돌아 왔습니다. 가난한 인도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교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형제를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교수 선교사로까지 부르시고 귀하게 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도운 믿음의 

조상 Bekele 목자님은 그 후 인도에 와서 3개월간 영적 훈련을 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Mateus Singh 형제는 인도 UP주 출신으로 정통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가난으로 심히 고생하시고 무시 

당하는 것을 보고 반항심이 커져서, 부모의 종교에 대해서도 반감이 있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 JNU 포르투갈어 

학과 석사과정에 있을 때, 당시 저희 집 거실에서 드리던 성탄 예배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참석한 

예배에서,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모든 인생들의 구원자이심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국비 장학생으로 2년간 포르투갈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포르투갈 선교사로 파송 

되었습니다. 장학금이 일 년 더 연장되어 모두 3년을 공부한 후 현지에서 삼성전자 공장에 취직되어 장기적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인 레베카 선교사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포르투갈 선교사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인정 받는 일꾼으로 성장하며, 포어, 영어, 힌디 그리고 한국어 까지 할 수 있게 되는 동안, 클라식 대학의 

생화학과 박사과정의 네오자 자매가 믿음의 조상으로 서서 여러 자매들을 인도하고 역사가 20명 대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대해 확실한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Moses Lenthang 형제는 동인도 나갈랜드 주에서 대학을 나온 후 수도인 뉴델리에 올라와 취직하고자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리아 선교사와 말씀공부를 통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의 끈질긴 심방과 

목자의 심정으로 네루 대학교 학생들을 여러명 섬겨 제자들로 세웠습니다. 그는 시카고로 파송되었고, Marcia 자매와 

선교 가정을 이룬 후, 여러 미국 양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들 네 명의 목자들은 인도 UBF 개척 초기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선교사가 되어 미국과 

포르투갈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였고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초기부터 

세계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하게 되었고, 세계선교에 동참하는 기도를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 후, 인도 

목자들에 의해 제자들이 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뉴델리에는 JNU센터가 있고, Old 델리에는 DU 센터가 있습니다. JNU 

에서 영문학 박사를 마친 사무엘 팔라카 목자가 DU 센터의 책임자가 되어 제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 

Dr. John Angam, James Gin, Dr. Samuel, Thumra, Anil Das, Peter Saroj, Active, Dev, Andrew, Joshua, Timothy, She-

kar, Chandu, Mark, Yash 등 15명의 인도 목자들이 세움 받아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Peter Sa-

roj, Active, Dev, Shekar, Chandu, Yash 목자들은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까지도 정통 힌두교인 이었으나, 대학 시절 DU 

센터에 초청되어 1대1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목자가 된 힌두개종 목자들입니다. 서울에서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Joy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를 위해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자 결단하고, 인도인 사무엘 목자와 결혼하여 가정교회를 

이루었으며, DU 센터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 우상을 섬기던 여러 인도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사명인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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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도 뱅갈로의 Christ University의 교수 목자인 존 번연 선교사님은 JNU에 유학생 선교사로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인도의 실리콘 밸리라고 불리는 Bangalore의 개척자가 되었고, Christ University를 중심으로 신실하게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카스트, 다우리 제도(결혼 지참금) 등 심한 운명의 쇠사슬에 시달리는 인도 자매들을 영적 리더로 세우는 

역사도 속도가 느리지만 꾸준히 일어나서, Julie, Hannah, Atim, Geeta, Santosh, Pushpa, Saroj 등 자매 목자가 서게 

되었습니다. 2003년 이후부터는 가을 수양회 등 말씀 잔치가 있을 때마다 인도 현지인 리더들을 통해 자란, 2세대 

목자들이 대부분 말씀강사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는 델리에 JNU 와 DU 두 chapter, 노이다, 아그라, 뱅갈로, 

코치, 체나이, 트리푸라, 그리고 고락푸르에 UBF 지부들이 있습니다.  

전체 모임은 가을 수양회를 통해 가지고 있으며, 델리에서는 성탄절과 초 여름 제자 수양회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020년까지 29개 주를 개척하고 585개 대학에 각각 한 명씩의 교수 목자들을 세워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도인 선교사 파송  

사역가난하고 운명에 시달리는 인도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만 해도 놀랍고 신기한데, 이들이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파송 된다는 것은 웬지 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자들을 저희 역사에 붙잡아 두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 UBF의 믿음의 조상들을 모두 미국, 포르투갈 및 에디오피아에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인도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인생의 가난과 고난을 많이 겪으며 자라서, 겸손한 내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나아지고 쾌락의 물결이 인도 캠퍼스에도 밀어 닥쳐서 많이 달라졌지만, 전기와 물 부족 그리고 더위 등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살아 왔기 때문에 인내심이 강합니다. 또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재능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면 세계 어느 곳에라도 즉시 선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인도 UBF에서는 현재까지 7명의 인도 선교사(미국 4, 포르투갈 1, 나이지리아 1, Russia 1)를 파송하였으며,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모슬렘 국가, 인도 주변 국가, 

중국과 북한에까지도 인도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5월에는 Mark목자가 모스크바의 빠울라 자매 목자와 

가정 교회를 이룬 후, 모스크바 므기모 센터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셋째, 현지인 리더양성 사역 

2004년 2월 인도 정부 당국으로부터의 심한 핍박이 있은 이후, 인도 현지 대학생 리더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때 시니어 제자들의 말씀공부를 섬기고, 인도 제자들의 주일 메시지를 조언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으로 볼 때 100% 인도 현지인 영적 리더들이 섬기는 역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인도 정부 당국에서 핍박할 근거가 없어 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힌두 극렬 당이 집권하게 되어 핍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끊임 없으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JNU 센터에서는 Dr. John 

Angam, Dr. Timothy Chang, James Gin, Thumra 목자와 제가 번갈아 가며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DU North chap-

ter에서는 사무엘 목자와 Active, Peter 목자님들이 번갈아 가며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IV. 인도 선교 비전과 선교 전략 

인도 UBF에서는 현재까지 7명의 선교사를 미국, 포르투갈, 나이지리아, Russia  등지에 파송하였습니다. 현재 인도 

UBF는 한국 선교사가 10명, 인도 현지인 형제 리더가 15명, 자매 리더가 7명으로 32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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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작년에 들어선 정부가 극렬 힌두당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핍박이 늘어나고, Gujarat state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예수는 ‘Devil’이라는 글이 실리고, 기독교인과 복음 전파하는 이들을 내쫓고자 열을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를 잡는 것이 여러 주에서 금지되고, 소고기를 나른다고 오해해서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점점 더 커지는 사단의 악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인도를 긍휼히 

여기사 소를 존경하는 데서 변화되어 소를 맛있게 잡아먹고,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인도는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입니다. IT 강국이요 BRICS 5개국 중 하나이며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이므로, 세계 어느 곳에든지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 UBF에서 많은 

영적 리더들을 양성하여 북한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모슬렘 영혼들을 먹이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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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선교보고 Mission Report 
최상득 선교사 (과테말라) 

  

과테말라의 기독교 현황과 문제점 

 

과테말라 일반적인 종교 

과테말라는 16세기에 스페인의 점령하에 있다가1821년 9월 15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되었다. 그 동안 수 많은 내전과 

해방신학. 사회주의 등으로 혼란이 있었으나 1996년 내전을 종식으로 현재는 정치적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 

스페인이 점령하여 마야 문화와 토속적인 종교를 말살하고 카토릭 중심의 문화와 스페인 언어를 통합하여 지나는 동안 

그러한 문화와 언어가 토착화되어 독립 후에도 그러한 문화는 오늘에 이르고 있다.  

종교적으로는 (각종 통계적 자료들은 서로 다른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카토릭 55%, 개신교 35%, 마야 

및 기타 종파 10% 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통계상으로는 카토릭과 개신교를 합하면 90%의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카토릭과 마야와 혼합되어 마야도 

카토릭도 아닌 혼합종교(syncretism or postmodernism)적 사고로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개신교의 대부분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퓨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과테말라 청소년의 약 70%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며 활발한 신앙 생활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여 과테말라의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카토릭보다는 개신교를 더 선호하고 있어 더욱 소망을 갖게한다.  

또한 과테말라 정부나 어느곳(카토릭.마야 등)에서도 개신교 선교사들에게나 개신교 전도를 방해하거나 막지 않고 

있어서 일반 공원이나 시가지에서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에 부탁하면 경찰이 보호해 

주어 복음적인 봄날을 맞이하고 있다. 

 

개신교 영적 성숙과 사회적 문제점 

약90%의 기독교 인구이지만 영적 성장이 안되고 오히려 범죄가 날로 늘어나며 그 범죄가 더욱 포악한 악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현지 선교사가 조사한 결과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현지 

목회자들에 의하면 현재 목회하고 있는 개신교 목회자의 50% 이상이 전혀 신학교에서 공부한 경험이 없는 

목회자들이라는 것이다. 크고 작은 도시교회의 목회자들은 그래도 지역 신학교라도 공부한 목회자들이지만 도시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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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떨어진  교회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신학공부를 전혀하지 못한 목회자들이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는 현지 교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중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목회자가 신학교육이 전혀 없어서 교인들에게 성경공부를 가르치지 못하고 찬양 위주와 기복 신앙과 은사 위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고 본다. 

그 한 예로 시골의 어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느 주일에 교인들에게 오늘은 나의(목사) 생일이라서 우리 가족이 

바닷가에 놀러 가니까 교회의 예배는 없으니 교인들은 다른 교회에 가라고 했다고 그 교회 교인 중 한분이 선교사에게 

직접 말해서 매우 충격이었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는 본 교회에 신학교를 개설하여 적은 숫자의 목회자들이지만 신학 공부를 실시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사회적 문제는 가정 문제이다. 전 국민 가정의 60% 이상이 결손 가정이다. 이것은 젊은이들의 성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교육도 없어서 (학교에 성 교육이 없음)이다.  

또한 이상한 현상은 인구의 남녀 비율이 3:1, 즉 여자 3명에 남자 한명의 비율로 남자들은 여성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다가 애기가 태어나면 그 여자를 버리고 책임도 지지 않고 또 다른 여자와 동거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과테말라 사회적 현상인데 정부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해결책이 없다. 본 교회에서도 시도해 보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토착화 되어 있어서 별로 진전이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성경공부를 통하여, 순결 서약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주의를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중남미 전역에 복음은 놀랍도록 빠르게 확산 되고 있어서 쇠퇴해 가는 유럽과 

미국의 복음이 이제 중남미로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중남미에 더욱 많은 선교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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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선교보고 Mission Report 
장다윗 선교사 (중동아시아) 

  

차세대 선교사역과 선교동원 
  

 

1. 선교동원이란?  

- 선교자원, 즉 선교의 영적, 인적, 물적, 방법론적 자원을 동력화시켜 세계선교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행위 

- 랄프윈터 :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나고 발전하여 세계선교에 드려지는 과정  

 

2. 차세대 선교의 이해 

1) 시대적 

A. 이슬람
1
권의 차세대 특징 

     - 인구의 50% 이상 

     - 복음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관심을 보이는 세대 

B. 글로벌 시대 : 정보와 통신의 발달,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 

C. 사이버 시대 :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 높음 

2) 역사적 : 바울 —> 진젠도르프  —> 윌리엄캐리  —> 캠브리지 7  —>SVM  —>10/40창, 미전도종족 

3) 성경적 :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 성부 하나님(창12:1-4, 시110편) :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나 등 

  - 성자 하나님(마24:14, 마28:18-20, 요일2:14) : 12제자와 지상명령 

  - 성령 하나님(행2:17-21) : 오순절강림, 교회, 바울 

 

3. 차세대 선교사역 정신 : 운동성(Movement) 

1) Frontier Leadership 

2) Global Leadership 

3) Christian Leadership 

 

4. 차세대 선교사역의 특징 

1) 현장 적응능력 

2) 빠른 언어습득 능력  

3) 신분 안전 : 캠퍼스 

Mission Report (금)  금요일 선교보고 장다윗선교사 (중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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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의적 선교사역 전개 : 미전도종족(창의적 접근 지역) 

 

5. 차세대 선교사역의 전략적 운영 

1) 전방 개척선교 집중  

2) 사역과 훈련 병행 : 50% 훈련 + 50% 사역 

3) 성경대로! : Text  vs  Context  

4) 영적부흥과 영적리더십 

 

6. 차세대 선교사역의 실제 사례 : 터키팀을 기초로 

1) 비전 : Target 1% 

   - Target 1%비전은 터키공화국 건립 100주년의 해인 2023년까지 제2의 오스만제국 부활을 꿈꾸며  

변화를 도모하는 터키에서 81개 도시 교회개척을 도전하는 청년 부흥운동입니다.  

2) Global Alliance CPM : 8개국 

  - 미국, 멕시코,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 베트남, 조지아 + 독일, 불가리아, 아프리카 등 

3) 현지어 중심 사역 : 터키어 

4) 오직 전도! 오직 성령! 오직 말씀! 

5) DLP : 시간과 재정의 구분, 단순+반복+집중 

6) 팀 스피릿 : 은사와 기름부으심에 따라 

* 동영상 : 여름 수련회 

 

7. 차세대 선교동원 종합 

1) Dual Field : 선교현장 + 지역교회 

  - 단기선교팀 : 1-2주  

  - 단기선교사 : 1-2년 

2) Radical Ministry : 성경의 복원 

3) 영적부흥과 영적리더십 : 81개 교회개척 

4) 현장사역의 주체성 보장 

5) Global Alliance 팀사역 : 각 민족교회 특성과 역량의 사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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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목)  성경에 나타난 차세대 (발제)   박희민 목사  (새생명선교회) 

성경에 나타난 차세대 
박희민목사 (새생명선교회 대표)  

 

신 구약 성경에 차세대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세대(Generation)’ 또는  ‘Generation to Generation’ 란 말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창15:16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In the four generation, your descendants will come back here) 말씀하셨다. 시 

71:18절에는 시편기자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O, God till I declare your power to the next generation, your 

might to all who are to come). 시100:5절에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his faithfulness contin-

ues through all generations). 시 102: 18절에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 되리니’(Let this be written 

for a future generation) 말씀하셨다. 시 145 : 4절에는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 하리로다( One generation will commend your works to another; they will tell of your mighty acts) 

말씀하셨다. 

눅 1:50절에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his mercy extends to those who fear Him 

,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렇게 성경에는 차세대에 대한 큰 관심과 차세대의 구원과 번영과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언급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만큼 부모 세대의 믿음과 삶, 축복과 은혜를 차세대에 물려주고 이어 가게 

하며 발전 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램이며, 우리의 중요한 과제요 사명인 것을 말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차세대 인물들에 대해 조명해 보려고 한다. 차세대란 말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의 부모세대도 전세대에 대해서는 차세대가 되고 차세대도 다시 그 다음세대에 

대해서는 기성세대가 되는 것이다.. 

1. 구약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경우 그 아들 이삭과 손주 에서와 야곱 그리고 후손들이 차세대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 특별히 Diaspora 문화상황에서 조명해 보려고 한다 

1). 요셉은 이방 땅 애굽에 종으로 팔려 갔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돈독한 

신앙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통해 결국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이방 땅에서도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므로 그 나라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을 살았으며 후세대에 좋은 믿음과 삶의 

모범을 보였다. 오늘 우리 차세대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믿음 안에서의 꿈이 필요하다.  

2).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차세대지만,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아는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으로 숨겨 키우다가 할 수없이 나일강에 버려지게 된 그를 바로의 공주들이 발견하고 양자삼아 애굽 

궁중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과 지식으로 교육받고 리더십을 훈련 받아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다. 그는 

40년을 애급궁중에서 교육받고, 40년을 광야에서 겸손과 섬김의 훈련을 받은 후, 다시 40년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급시키는 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 여호수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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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 밑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민 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차세대의 탁월한 

리더였다. 

그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 해야 하는 너무나 막중한 사명 앞에 두렵고 떨렸다. 

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수1: 5절)’약속해 주셨다. 뿐만아니라 

‘마음을 강하게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한 땅을 얻게 

하리라(6절)’ 확인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오늘 우리 차세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얻으며 격려 받는 것이 필요하다.     

3). 다니엘. 그는 주전 597년 그의 친구들과 10대(18세)에 바벨론에 전쟁포로 끌려가 강제 이민을 살았지만 

부모로부터 훈련받고 전수받은 돈독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철저한 자기 절제와 관리, 그리고 훌륭한 

영성생활을 생활을 통해 왕궁에서 주는 고기와 포도주로 먹고 마시지 않고 채식을 하며 그 당시 바벨론 

세속문화에 물들지 않았으며,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몇번씩이나 변하는 상황에서도 총리로서 여러 왕을 

보좌하고 섬기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 되었다. 그는 동료들의 시기 질투를 사서 사자 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 가마속에 던짐을 받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힙입어 오히려 여화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는 참으로 세계속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차세대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모법이 되고 있다.  

4). 에스더. 그녀도 다니엘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잡혀 

가서 바벨론에 살게 된 유대가정에서 자랐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 삼촌 모르드개의 돌봄을 받으며 

딸처럼 성장했다. 그녀는 어려서 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워진 바사제국의 왕후로 뽑히게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에2장). 그러나 그녀의 삼촌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 삼촌 모르드개와 협력하여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삼촌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실한 신앙의 용기와 1세대인 모르드게와 좋은 관계속에서 협력하고 

헌신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5). 느혜미야. 그는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재건과 유대교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1세의 술관원장이었다. 궁전에서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신임을 받고 탁월한 리더십을 

길러 가므로 나중에 유다 지역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다. 그는 신앙이 돈독할 뿐 아니라 청렴 결백한 

지도자로서 왕의 신임을 잘 활용하여 자기유익과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가 총독이 된 것은 다 무너지고 

폐허화한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직 그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하여 섬겼다. 

그는 외적인 재건만이 아니라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며 형식화하고 세속화한 유대교를 과감하게 개혁하였다. 

먼저 성전에서 이방인 도비야의 거처를 없앰으로 성전을 청결하고, 흩어진 레위인을 소집하여 성전일을 맡게 

하며,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며, 이방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운동을 펼쳤다.     

2. 신약 

1). 바울. 그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히브리 문화와 율법을 통달하고 헬라 문화에도 능통하여 이중문화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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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할 수 있는 가장 잘 준비된 사역자였다. 우리표현으로 말한다면 1.5세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최초로 신학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신약시대의 선교를 이끌어간 탁월한 지도자였다. 

스데반의 순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으로 흩어진 유대 크리스천들은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교회가 듣고 안디옥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였다. 바나바는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 섰던 바울이 주님의 소명을 받고 회심한 후 다소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을 때 찾아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목양을 했다. 그렇게 하므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다. 행11;23절에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였다.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였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니그로라는 시몬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오늘의 문화상황에서는 별로 놀라고 감동되는 일이 못되지만 당시 문화상황에서는 천지개벽에 해당되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목회와 선교의 파라다임 변화를 퉁해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이중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교육과 리더십을 훈련 받아 초대 기독교회가 유대주의에 갇히지 않고 

그 벽을 뛰어 넘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 할수 있는 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2). 마가. 그는 요한이라고도 불리웠고 그 어머니는 일찌기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잘 믿는 

마리아였다(행12:12).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신 다락방을 바로 그의 집이었다.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요(골4:10) 베드로의 제자였다(벧전5:13).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벌거벗은 몸으로 홋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간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마가였다고 전해지고 있다(막14:51-52).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따라 나섰다가 버가에서 도중 하차해서 2차선교여행 때는 그를 동행하게 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그는 그 후에 바울과 화해하고 함께 

동역하며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잘 돌보았다(딤후 4:11).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을 저술하여 후대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해 준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을 후세에 남겼다.      

3). 누가. 신약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비 유대계에 속하는 리더였다. 그는 그리스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의사였다(골4:14).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였으며 문장력도 탁월 하였다. 바울을 드로아에서 만난 

후 그의 동역자로서 항상 그와 함께 동반자로서 동행하고 동역 하였다(행16:10-11).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므로 후대에 너무나 큰 기여와 공헌을 하였다. 누가복음은 주님의 

출생으로부터 그의 성역과 가르치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록해 주고 있으며 

사도행전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가는 과정을 잘 

기술해 주고 있다.   

4). 디모데. 그는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초대교회를 이끈 차세대 지도자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을 가졌으며 이름 그대로 주님을 잘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경건한 신앙교육과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말씀중심의 

삶을 통해 그는 모범적이고 촉망받는 젊은 청년으로 자랐다.. 

그가 특별히 복음전도자로서 출발하고 사역자로 부름받고 출발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게된 동기는 바울의 

영향이 컸다고 말 할 수 있다. 

주후 49년경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처음 만난 디모데는 주후 51년경 2차선교 여행 때 바울로부터 할례를 받고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음으로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다. 그후 전도여행에 합류했지만 바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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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과 열정, 고난과 헌신을 따라가기는 곱게 성장하고 성격도 소심한 그에게는 힘에 너무나 겨웠다. 그렇지만 

바울이 보내준 디모데 전 후서를 읽으면서 격려 받고 용기를 얻었다. 

        

 위에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차세대들의 모습을 살펴 보았다. 그들에게서 배울수 있는 교훈들이 많다. 

보편화해서 말하기는 힘든 점이 있지만, 차세대들이 부모세대보다 덜 개척적이고 모험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들은 스스로 현재의 문화상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세대에 의해 이민오거나 여러가지 다른 이유로 

타의에 의해 현재 문화상황에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떠 밀려진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북미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 잘 문화에 적응해 가는 능력이 

없지 않다. 더 합리적이고 이중문화나 다문화권에서 살아가고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와 능력이 더 잘 갖추어 

있는것이다. 

이점에서 나의 몇 가지 제안은 교회 공동체나 선교 단체들이  

1.  차세대들이 부모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고, 우리 문화유산 중에도 좋은 것은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돕고 격려하며, 미래지도자로 교육하고 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차세대들의 희망인 것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전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이나 바울, 그외 다른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믿음과 

복음안에서 위대한 Kingdom꿈을 지닌 리더로 세워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성경의 차세대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문화상황에서도 환경의 지배나 영향을 뛰어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펼쳐갔던 것처럼 오늘의 문화상황에서 하나님의 새 kingdom역사를 써 나갈수 있는 인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도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부모세대들과 잘 협력하여 팀웍을 이루고 Network을 할 수 있도록 상호 격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타민족과도 협력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네트웍을 만들어가야 한다. 세계선교는 한민족이나 한 국가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나라,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요 사명이다. 지난 

5월 한국 상주 인터콥 열방 센터에서 열린 세계선교를 위한 모든 복음주의 세계교회의 영적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의 연대를 모색하는 콘퍼런스는 좋은 예였다고 생각한다.    

3.  그들이 현재 문화권 뿐 아니라 Global 무대에서 마음껏 사역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며 

리더로 세워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반면 차세대들도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은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많은 것을 기꺼이 배우고 전수 받은 것처럼 오늘의 차세대들도 기꺼이 

부모세대 들로부터 좋은 전통은 배우고 이어 가려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뛰어 

넘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접근, 창의적인 리더십을 개발 해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생각한다. 

4.  그 점에서 차세대 리더십 개발연구원(가칭) 같은 기관을 만들어 1세대들과 차세대들이 함께 자주 만나고 

연구하며, 토의하고 배우며, 함께 훈련 받고 성장하는 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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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민 목사님의 “성경에 나타난 차세대”(논찬) 

이은무 선교사 

 

박희민 목사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털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속의 쓰임 받았던 모든 인물들의 

배경에는 예외없이 부모와 가정의 교육을 통하여 신앙유산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부모들의 신앙적 유산을 

거부하는 차세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나 선교 단체들은 더 이상 이러한 다음 

세대의 문제를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했다.    

1) Kingdom의 공동체의 꿈,  2) 부모들과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환, 3) 지도자로 세워가는 의도적 

노력,  4) 차세대 리더십 개발연구원 같은 것을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차세대 리더십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다. 대단히 중요한 교회와 선교단체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이민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차세대에 신앙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대학 

진학을 앞에 둔 많은 기독교인 부모들은 대학에 진학 후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는 이유는 통계에 의하면 80% 

이상의 청년들이 대학을 진학하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다. 왜 저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등지는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제쳐 놓고 차세대 지도자들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교회인가,  가정인가, 아니면 모두의 책임인가? 이 심각한 문제를 놓고 교회와 가정은 차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박 목사님의 성경적 차세대 교육이 부모들의 영향력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유대인의 자녀교육은 신불신을 물론하고 잘 알려져 있으며 

교육학자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전통과 문화의 배경에는 저들의 성경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생애의 중심에 두는 신앙교육이 그와 같은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점은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요 다음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여 사회변화 시키는데 교회와 가정이 앞장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신앙교육이 현실 적응과의 괴리  

대학은 사상적으로 자유로운 곳이다.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곳이기도 하다.  

무신론적이고,  합리주의로 무장된 지성 사회가 던지는 각종 질문과 비판 앞에서 기독 학생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만다. 온실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대학의 자유 분망한 학문의 불신적 이론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적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학생들은 쉽게 흔들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만다.  

기독 청년들이 이런 위기에 빠진 원인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 교육이 현실 적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교회나 각종 성경 공부와 세미나가 현실 적합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추상적인 

교리 교육에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공식만 외웠을 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조건 

믿어야 좋은 믿음’이라는 설교만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시대적 과제나 사회 이슈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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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가 없다.  가정의 틀을 벗어나 독자적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첫 관문이 대학인데 이러한 학문적, 

불신적 회오리 바람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길은 저들의 말씀 중심의 신앙에 굳게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은 

록록치 않은 곳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고 이에 맞는 신앙적 교육 내지는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가정은 차세대의 신앙교육의 현장 

신앙 교육의 실패를 교회에만 묻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이 무너지면 

학교나 교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오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기에 앞서 가정에서 

신앙의 대물림에 실패한 부모의 책임이다.  

자녀들의 재능이나 관심과는 무관하게 한인 부모들의 지나친 직업선택의 욕망 때문에 자녀들의 자신감을 

무너트리는 경우 또는 많이 있다. 그러한 부모들의 요구 때문에 자녀들은 심지어는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신앙이 우선인가?  교육이 우선인가? 자신들의 선택이 우선인가 등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모래위에 지은 집과 같게 되어 세워진 거대한 집도 모래성에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신앙은 곧 반석과 같은 곳이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중심은 가정에서부터 시작 된다. 자녀들의 

눈에 비추는 부모의 신앙적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저들의 비판적 언어에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신앙 부모들은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의 신앙을 키워 주어야 한다.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들과 같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저들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수직문화와 수평문화 
 

수직 문화는 내면세계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문화로서 큰 틀에서 지혜를 형성하는 문화이다. 이것은 한 인간이 

내면에서 세계관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반면에 수평문화는 표피적인 문화, 외형적 세계의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로서 

물질, 권력, 명예, 유행 지식 등에 관련 되어 있다고 말한다. 수직문화의 기반은 신앙이다. 수직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가정에서 습득되는 가치관이다. 그러나 수평문화는 대중문화같이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문화이다.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학교에서도 수평문화는 형성된다. 가정에서 수직문화가 교육되지 않은 아이들은 

수평문화의 영향으로 부모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됨으로 소위 세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세대 차이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수직문화를 전수하지 못한 결과이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가정을 

살릴 수 없다. 세대 차이를 당연히 생각하는 풍토는 매우 잘 못된 풍토이다.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고구조(thinking structure)가 다르다는 것이고, 사고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구조 즉 소통을 위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타문화권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가정의 세대 

차이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에 속한 타문화권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세대간의 문화의 차이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차세대로 하여금 교회 

밖으로 내어 쫒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제, 저들을 교회안으로 끌어 드리고 교회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창출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1세대가 차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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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복 되어야 할 세대 차이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친다. 식탁공동체로서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먹으며 탈무드 토론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가 자연스럽게 수직문화로 

연결된다. 같은 음식,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사고 구조를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관을 물려받아 유대인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 시켜왔다. 가정을 통한 인성교육 신앙교육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깊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수직문화를 전수 받은 아이들은 조그만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며 

자신의 목적을 향해 중단 없이 나아 갈 수 있는 저력이 생긴다. 이런 아이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과의 시간을 보내기를 꺼려 하거나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언어가 된다고 해도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자녀들은 부모들의 세계를 

배우려하기 보다는 피하려는 경향이 다분이 있다. 부모는 부모의 세대와 함께 한국적, 전통적 생각으로 대화를 

즐기고 있는가 하면 자녀들은 그들만의 문화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SNS를 통해서 나누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세대간의 문화적 괴리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먹는 음식이 다르고, 듣는 음악이 다르고, 보는 영화가 

다르고, 결국 사고 구조 자체가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타문화권 자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미국의 존 듀이(John Dewey)의 교육 철학은 아이는 전문가에게 맡겨지게 되었고, 학원 학교 교회가 교육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부모의 역할은 사라져 버렸다. 각 연령별 행동 발달에 따라 학년 별로 구별해서 나뉘는 교회학교 교육도 존 

듀이의 영향 때문이다. 이런 영향으로 가정에서 3대가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를 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성경적 교육의 모습을 상실하고 만다. 교회의 구조도 가정으로 모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한 가정이 주일에 교회에 오면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자녀들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로 각각 흩어져 버리고 부모들도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흩어지고, 집에 

돌아가면 피곤해서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아무리 좋은 신앙적 

유산이 있다고 해도 연결고리가 없는 한 전달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유대인들의 가정적 

전통교육의 회복, 즉 성경적 차세대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가정의 가치관은 시편 133:1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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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서  

이제 차세대 교육은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차세대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해 놓고 

아래와 같은 몇가지 점을 유념 할 필요가 있다.  

 

1.  부모의 의존적 신앙에서 자신들의 신앙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2.  부모의 학업이나 직업 중심의 교육에서 신앙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3.  부모 중심의 자녀교육이 아니라 자녀 중심의 자율 교육이 되도록 한다.  

4.  자녀들은 부모들이 롤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바울이 자신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다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전11:1). 

5.  부모와의 시간과 대화는 신뢰 관계와 친구 관계를 만들어 낸다 .  

 가.  자녀들과 기도의 시간을,  나. 자녀들과 여행을,  다. 자녀들과 영화, TV를 같이 보며, 다. 

자녀들과 선교지 방문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에서 하늘의 약속을 물려 주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지도력을 물려주었고, 

엘리아는 생도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물려 주었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을 물려 주었다.  

이들의 배경에는 위대한 가정과 위대한 선생들이 있었다.  차세대 지도자는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Message (목)  “성경에 나타난 차세대” (논찬)   이은무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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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와 차세대 관계 (발제) 

호 성기 목사 (필라안디옥교회 담임) 

 

1세대와 차세대 관계: 하나 될 수 있다 

문제: 너무 현실 중심에서 1세대와 차세대 관계를 풀어가기 시작하였다 

신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1세, 1.5세, 2세 등으로 나누어 보기  

시작 하고 세대 별로 나누어 사역을 집중하여 왔다 

결과: 오늘 같은 1세대와 차세대간의 괴리와 간격이 너무 커져 버렸다 

 

그러나 성경은 1세대와 차세대와 다민족도 하나 될 수 있다고 선포 한다 

 

I.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 될 수 있다-이제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자 

1. 성경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한 말씀에 근거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믿는가? 아니면 현실에 근거하여 타협하는가? 

1) 갈 3:26-29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One in Christ Church’ 

2. 하나 된다는 의미는 결코 언어와 문화적으로만 하나 됨을 말하지 않는다 

 

예: 파라과이의 1세대와 차세대의 관계 

남미 파라과이의 한국학교의 예: 한국학교가 연합으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되어 1세대와 차세대가 함께 

예배 드린다. 적어도 언어문제의 간격은 최대한 줄였다.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한국어로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다고 문화와 영성도 다 하나된 것은 아니다. 괴리가 있다.  

좋은 점과 가슴 아픈 점은 차세대가 1세대가 찾아온 파라과이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미국과 한국으로 많이 

떠났던 것이다. 일본의 1세대는 농업이민으로 와서 지금 차세대가 농업의 기업화를 이루었다. 성공한 

Message (목)  1세대와 차세대 관계 (발제)   호성기 목사 (필라안디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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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인가? Paraguayian dream이 인생의 전부인가?  

오늘날 차세대가 다시 회귀하여 돌아오는 현상이 있다. salmon phenomena를 볼 수 있다. 미국도 이런 현상이 

있다. 한국도 있다. 좋은것인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안락한 1세대의 둥지로의 귀환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패배주의의 영성으로 돌아온 것인가? 1세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하여 돌아온 것인가? 언제까지 

American dream 혹은 Parguayian dream 중심으로 흩어졌다 돌아왔다 할 것인가? 

파라과이의 오지중에 오지에 메노나잇 재 침례파가 오래전에 파라과이에 뿌리를 내렸다. 200 미터를 파고 

들어야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는 오지에서 1세대는 뿌리를 내렸다. 차세대가 뒤를 이어 낙농업을 기초로 

금융권을 세워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들은 Paraguayian dream을 이루었다. 성공한 것인가? 그러나 이들의 

세대 물림은 신앙을 기초로 한 것이다.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도 1세대와 차세대가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공존하고 있다.  

 

II. 성경에서의 1세대와 차세대 그리고 다민족까지 하나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야 한다 

1) 욜 2:28 성령을 받으면 1세대와 차세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에서 하나 될 수 있다‘너희 자녀/너희 

노인/너희 젊은 이’한꿈/예언/비젼으로 하나 된다  

2) 행 11:26 그리스도인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1) 그리스도로 옷 입고 

2)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 된다: 영적인 정체성이 하나다 

1세대와 차세대 그리고 다민족이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 

그리스도의 편지(고후 3:3),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고후 5:20)가 되어 세상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목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여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 본질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없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1세대와 차세대와 다민족이 교회에서 양육 받고 훈련 받은 결과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선교사로 얼마나 파송을 받고 있는가 가 교회 본질과 건강의 바로미터가 되어야 한다. 또한 그 ‘세상’은 

미국에서는 우선 미국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1세대는 ‘주변 인간’으로 살아왔지만 차세대는 미국 주류사회 

Message (목)  1세대와 차세대 관계 (발제)   호성기 목사 (필라안디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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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단지 American dream 이 아닌 Kingdom dream 을 가지고.. 

II.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목회적인 관점에서 하나됨의 통로는 무엇인가? (means of 

grace는?) 

1.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될 수 있다 

2.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될 수 있다 

3. 1세와 2세가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로 서로 보충하여 주며 하나 수 있다 

4. 사역에 관하여 계속 서로 나누면서 교회 전체 공동비젼위에 하나 될 수 있다 

 

III. 선교적인 관점과 실천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 됨을 실제로 실천하고  

적용 할 수 있는 적용 점은 무엇인가? 

1. 변화된 관점의 실천: 서로가 서로에게 선교지라고 본다 

2. 그래서 서로 참아주고 서로 기회주고 서로 이해하여 준다 

3. 1세대와 차세대가 ‘선교’라는 영혼구령에 같은 비젼을 가지고 함께 선교하면서 하나 되어간다 

(예) 영국 웨일즈 선교/멕시코 유카탄 선교/유타주 나바호 선교등은 가족 단위 선교로 정착하여 가고 있다 

 

결론: 1세대와 차세대의 관계는 양쪽이 다 accountability 가 있다. 

그러나 1세대의 사명은 전혀 ‘선교적’이어야 한다. 다음 세대들을 선교지로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1세대를 선교지로 보는 차세대의 관점변화도 필요하다. 1세와 차세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story telling 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story telling 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강제력 보다 참고 

청종하는 listener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영혼구령을 위하여 1세대와 차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양육받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공통분모가 되면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선교에 참여함으로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눌 때 진정한 1세대와 차세대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목회적으로 선교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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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주 한인 교회의  1세대와 차 세대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한 이세대를 향한 

미주 한인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정민철 목사 

 
 

미국 내의 한인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미주 한인 교회 1세대와 2세대의 관계에 관한 귀중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2백만이 넘는 한인 

이민자들을 이 미국땅에 보내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미주 한인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부흥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미국 전역에 걸쳐 교회가 쇠퇴하는 것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미주 한인 교회들은 젊은이들이 본 교회에 남도록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한인 

교회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교세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하는) 미주 

한인 교회의 1세대와 2세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the progeni-

tor/mother church)였던 것처럼, 우리 1세대 미주 한인 교회들을 안디옥 교회와 같은 다음 세대 교회들의 모교회(the 

progenitor/mother church)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선교의 하나님(missionary God) 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한인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분의 목적은 우리가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그저 잘 사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선교의 하나님에 의해 화목의 메세지(the message of reconciliation)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신(ambassadors for Christ)으로 파송되었습니다. (고후 5:20)  
고린도 후서 5:20 (개역개정)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

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즉 미주 한인 1세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단지 한국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그들만 목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서 “이방인” – 미국내의 다른 모든 민족들을 포용하는 목회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1:19-20절에서 크리스천들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과 유사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전환을 위해, 구브로와 구레네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용기있는 순종이 필요했던 것처럼,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담대하고 용기있는 순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갖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미주 

한인 이민 교회의 새로운 장(new chapter)을 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주 한인 교회를 이끄시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부름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미주 한인 교회의 1세대의 부르심과 차세대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또 1세대와 차세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성경적인 예에서 그 답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시작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구원 역사의 다음 장(new chapter), 곧 이방인들의 구원을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분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도운 것은 미주 한인 교회의 1세대와 차세대의 관계에 큰 소망을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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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관계에서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교회가 탄생한 이후 크리스천들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교회는 복음의 열정때문에 로마 제국 여러 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팽배한 

유대교의 외적 핍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대한 전환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세계의 전역과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는 

고넬료 -첫 이방인의 회심-이야기를, 그리고11:19-20에 처음으로 크리스천들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19-20 (개역개정) 
19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크리스천들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부터 두루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19은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저자의 의도는 

그 다음에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절은 “그러나 그들 중 몇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점, 대반전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에서 “헬라인들에게도” 입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구절이 바로 교회사를 바꾸어 놓은 대 전환점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교회의 탄생까지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신약 시대 교회가 시작된 일 등 모두가 유대 민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유대 민족으로 제한되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에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사에 새로운 장을 여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이루어 진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은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로마 제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2세대 

혹은 다음 세대 기독교사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더 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분의 주권적 계획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복음 전파의 

중추적 역할을 옮기셨습니다.  

  

2. 헬라인들 혹은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한 이 용기있는 크리스천들은 누구였는가?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조차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몇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용기있게 주 예수를 증거하게 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었으며, 사도행전 전체에 통해 드러난 교회와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20절 말씀은 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구브로 (시리아에서 좀 떨어진 섬)와 구레네(북 

아프리카)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그 곳에서 태어나 자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사도행전 11장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리파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용기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유대인의 메시아(Jewish Messiah)”의 복음을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미주 한인 교회들도 사도행전 11:19-20절의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한 

것과 같은 전환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고, 지금이 바로 그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께서 미주 한인 이민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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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것이 선교의 하나님께서200만 한인들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라면,  단지 한인들에게만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복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면, 우리 미주 한인교회들은 (목회 방향을) 새롭게 

정비(re-mission)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민 1세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어머니 교회로서, 2 세대들은 미주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주축이 되어 섬겨야 할 것입니다. 만일 1세대와 차세대 교회들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안디옥 교회와 같은 비전을 이해한다면, 교회들마다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3. 그 전환점 이후  
사도행전 11:21(개역개정)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가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용기있게 순종 후에 일어난 일로,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국제 도시로서 지중해 끝 오론테스 강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aurus 산맥 

동쪽으로부터 내륙으로 향하는 길들로 인해, 안디옥은 무역의 중심지, 다양한 종교의 산실 그리고 높은 학문과 

정치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아래 안디옥은 아름다운 공공기관들, 항구의 개선, 그리고 무역의 

기득권 등 화려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Elwell).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로마제국의3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시리아 지방의 수도였고 대항구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종교, 높은 학문과 정치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동 서를 연결하는 

다문화와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 온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교회여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로마 제국의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독교의 새로운 중심지로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모델이었습니다.  

 

미국내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은 뉴욕, LA, 워싱턴 DC, 시카고, 아틀란타,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와 비슷한 다문화, 다민족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미주 한인 교회들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동적인 관계로 재정비(re-mission)할 수 있다면, 미주 한인 교회의 1세대와 차세대 

모두에게 목적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세대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리더들을 양육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이 목적과 방향이 됩니다. 차세대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로서 미국내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퍼레이션 센터 (operation center)로 섬깁니다.  이것이 아마도 사도 행전 11:19-20의 

전환점 – “한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대신 “모든 민족(인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미주 한인 교회들의 다음 시대를 

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주 한인 교회의 역사적 전환점 혹은 새로운 사명이 될 것입니다.  

 

4.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가이드/ 양육 했는가? (바울/바나바의 의미: 유대와 

그리스 로마세계의 연결)  
            사도행전 11:22-23 (개역개정)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사도행전 11장 22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마치 어머니 교회와 같이, 바나바를 보내어 어린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안디옥 교회의 초창기였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의 역동적 관계는 매우 모범적일 뿐아니라 미국내 한인 교회들에게  교훈적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누구인가? 왜 이 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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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부터 있었던 지도자들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브로에서 태어나 자란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리더들 

중 한명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 중의 한명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어 

이제 막 발돋움을 시작하는 어린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며 양육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1:20절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용기있는 크리스천들도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안디옥 교회의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 지도자는 

바나바가 데려와 함께 사역하게 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성장의 주역들은 바나바,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거나 혹은 예루살렘 교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준비하신 차세대 

리더들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 모두 유대와 로마의 문화및 언어에 익숙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두사람이 모두 히브리 문화와 

헬라 두 문화와 언어에 능통하고 경험이 풍부하여 문화적 언어적 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내에 차세대 한인 지도자들을 지난 40년 간 준비해 오셨습니다. 대부분의 차세대 지도자들은 이민 

1세대 교회와 가정에서 나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와 서양의 주류 사회(문화)에서 교육받고 

훈련되었습니다. 마치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미주 한인 교회의 차세대 리더들은 미국과 한국의 양 문화와 언어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과 매우 흡사한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고 세우는 것은 우리 1세대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와 다소 즉 각기 다른 곳에서 자라난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제국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자라난 2세 혹은 3세대 유대인으로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안디옥 

교회로 보내지고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안디옥 교회 양육을 위한 헌신적인 영적 지도와 

돌봄이 없었다면 불가능 한 일입니다.  

 

5.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주 한인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한 5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 둘은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일 것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사도행전 13:1 (개역개정)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명의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소한 2명의 유대인 크리스천(바울과 바나바), 2명의 아프리카 출신의 지도자들 (시므온과 루기오)에 의해 

리드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다문화 다민족 교회를 준비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일(new movement)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크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제국의 남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계획을 위해서, 단일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대주의 특색이 강한 보수주의적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문화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둘 다 안디옥 교회를 돌보기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헬라파 디아스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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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이었습니다.하나님께서는 70년대부터, 지난 40년간 미국 내에 2세/3세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초대 교회 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특별한 자질을 갖춘 2세대 /차세대 

리더들에게 임하시면, 미국에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미국내의 다양한 

도시들에, 미국화된 차세대 한국 크리스천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어둡고 도전적인 이 시대에 크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국과 전 세계에 전할, 하나님의 선교 오퍼레이션 센터(the operation centers of God’s 

mission)가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회들은 1세대를 미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목적에 맞도록 자신들을 재정비(re-mission)하고 새롭게 

해야할 것입니다. 선교의 하나님께서 2백만이나 되는 한인들을 미국에 보내신 것은, 이곳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주 한인 교회들에게 이곳 미국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화목케 

하라는 복음의 메시지 (고후 5:20)를 부탁하셨습니다 
 

따라서 미주 한인 교회들은 미국 내의 한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를 내어 순종해야만 합니다. 1세대 이민 교회들은 또한 안디옥 교회와 같이 다문화 다민족 교회 – 세계와 

많은 도시들을 선교할 교회를 리드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일으키고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이민 1세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어머니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가이드할 엄청난 

기회입니다. 1세대 미주 한인 교회들은 안디옥과 같은 차세대 교회를 키우기 위해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6. 차세대 미주 한인 교회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아름다운 예입니다.  그 때 유대지방 전역에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29절은 안디옥 교회의 모든 제자들이, 마치 자녀(딸) 교회 같이, 그들이 각기 힘 

닿는대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합니다.  

 

차세대 한인 교회들은 1세대 한인 교회들의 자녀 교회로서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하며, 또한 1세대 

어머니 교회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차세대 미주 교회의 제자들은 모두 그들이 힘닿는 대로 어머니 

교회들을 돕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25-26 (개역개정)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26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가져온 것들은 무엇인가?  
 

안디옥 교회의 성장 초창기에, 바나바는 바울을 찾으러 길리기아(다소)로 가서 안디옥 교회 사역에 동참하도록 설득하여 

데려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장 초창기에는 바나바와 바울의 팀 리더쉽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의 용기있는 순종,  예루살렘 교회의 양육과 바나바와 바울같은 지도자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사역의) 선두주자가 될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 한 몫을 담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초대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천이란 말은 다문화적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야’의 헬라어 번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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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Christ)와 접미사 “ianus”를 합친 단어로 “(그리스도) 당/집단”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혹은 Christianus 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의 복합어입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천이란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 로마 제국의 부도덕한 이교도 문화가 지배적인 대도시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문화 다민족 구성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 – 그리스도의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주 한인 교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용기있게 순종하여, 단지 한인들만이 아닌 미국내의 다양한 문화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의) 방향을 재조정(re-mission)한다면, 이 나라의 사람들은 미주 한인 교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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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보는 사도행전 1:8 
Rethinking Acts 1:8  

By Jon Choi, Ph.D. (Director of M.A. in Christian Ministries at Dallas Baptist University) 

 

I. 서론 

A.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1장8절 

B.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사도행전 1:8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을 기록했다 

(35년정도 커버하고 있다).    

a)  행 1:1 - 8:4  -  예루살렘 

b)  행 8: 5 - 12: 25 - 유대와 사마리아 

c)  행 13: 28 – 땅끝 

C. 사도행전은 스토리가 엔딩 (ending)이 없다.  바울사도가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28장에서 끝난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교회가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II. 다시 생각 해보는 사도행전1: 8  은 명령인가 예언인가?  

A. 사도행전1: 8 은 교회와 선교의 사명 구절로 잘 알려져 있다.  보통 우리는 사도행전1:8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 내리신 “명령” 으로 알고 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명령형으로 

써 있지 않다.   

B.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1. “내 증인이 되라” 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다. “이렇게 하라” 가 아니라 “이렇게 

되리라” 이다.  

C. 명령은 그 전 구절에 나온다.  

1. 행 1: 4-5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 하여  이르시되 (he gave them this command)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2.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바로 성령님 이다. 

3. 성령님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이다.  

D. 그리고 나서 말씀 하신것이 바로 사도행전 1: 8: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1. 정말 그렇게 되었는가?  

Message (금)  다시 생각해보는 사도행전 1:8 (발제)   Jon Choi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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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III. 그러면 사도행전 1: 8 이 명령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A. 명령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지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1.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다.  

2.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일 하시고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것이다.  

3. 핍박이 와도 전도하다가 순교를 해도 복음은 계속 전파 된다는 것이다.  

B.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드렸다.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서                               

신자들이 늘었다.   

1. 신자들이 많이 늘면서 교회를 향한 핍박도 심해졌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한 이후로 핍박은 더욱 심해져서 신자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다 (행 8:1-4). 

a) 사탄은 핍박을 통하여 교회를 죽이려고 했지만 복음은 더 널리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 나갔다.  

b)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2. 핍박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순교를 당했다.   

a)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였다.   

b)  스데반도 말씀증거하다가 순교했다.   

c)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박혀서 순교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전하다가 순교했다.   

d) 바울도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였다.  

e)  사도요한의  제자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도 순교했다.  

f)  이후 기독교인들이 무서워하긴  커녕 도리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g)  핍박의 주동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다. 사탄은 핍박을 통하여 교회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으로 교회들이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핍박으로 인하여 신도들이 더 강해지고 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핍박은 

가짜 신자들을 골라내기 때문이다.  

3.  어떻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용기가 있었을까? 바로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다.  

4.  이 제자들이 죽음으로써 복음전파는 끝이 났는가? 아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   

C.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은 바로 온 족속을 제자 만드는  것이다.  

Message (금)  다시 생각해보는 사도행전 1:8 (발제)   Jon Choi 목사 



M o v in g  M i ss i o n a l l y  Fo r wa r d  w it h  th e  E me r g in g  G e n e r a t io n  

“차 세 대 를  바 로  세 워  주 자 !”  

 43 
 

 

1.  마 28:19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2.  “제자를 만들어라” 는 명령이다.  우리의 제자를 만드는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3.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4.  사탄이  무슨 수를 써서 교회를 말살시키려 해도 성령받은 사람들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IV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한가?  

A. 많은 젊은 세대가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그냥 “다닌다” 라는 

개념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둥 마는둥 하는 사람들이 많다.    

1.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들은 말씀은 무었인가?  

a)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갖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도 성취하고 

싶었던 American Dream 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 것이다.  

b)  지금 우리 세대는 American Dream 을 더 이상 인생의 goal 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American Dream 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c  그러나 사회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야 한다.   

2.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해도 신앙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개인생활 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3.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도 못하고 전도할 용기도 없다.  

B. Bottom Line: 바로 성령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이다.   

1.  행4: 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2.  엡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C. Solution  

1.  교회는 젊은 세대를 체계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충만한 삶을 가르쳐야 한다. 

a) 말씀과 기도  

b) 찬양  

c) 경건의 삶 (everyday worshiper)  

2.  전도를 일상생활과 연결: 비신자들과 연결점을 찾도록 교육 시켜야 한다.  

a)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이용해서, 또는 사업을 통해서 또는 레져 활동을 통해서 

비신자들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b) 많은 교회들이 전도 집회를 할 때 잘 알려진 연예인을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 

신자들과의 연결점을 찾는 것이다.  

c)  바울도 복음을 위해 연결점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Message (금)  다시 생각해보는 사도행전 1:8 (발제)   Jon Choi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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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전 9: 22-23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d)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저 같은 목사들은 비 신자 친구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예) 음악 활동을 통해 (이웃 – 기타 레슨), 스포츠를 

통해. 

3.  로마시대 때 정책 중 하나가 길을 만드는 것이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길을 잘 만들어 놓았다. 특히 서기 1세기때는 “로마의 평화” (라틴어로는 Pax Roma-

na) 라고 불리운 시대였다.  

a)  잘 닦인 길은 로마정부에 의해서 만들어 졌지만 그 길을 통하여 바울사도 같은 

분들이 복음을 더 널리 전했다.  

b)  지금 세계 많은 곳에서 K-Drama 나 K-Pop (한국 대중 가요) 에 대해 열광하고 있다.  

K-pop 이 꼭 이 시대의 Pax Romana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c)  목사나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가기 힘든 나라들이 많다.  그러나 K-

drama 나 K-pop 에는 마음들이 열려 있다.  

d)  그래서 지금 K-pop 이나 인터테인멘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중에 이런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유명해지면 그 

영향력으로 불을 밝혀야 한다.  

4.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  

a)  소금이 되라고 명령 하신 것이 아니고 벌써 소금이라는 것이다 (마 5: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b)  그러니까 소금통에 갖혀 있지 말고 소금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c)   나의 믿음 굳게 지키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다.  

(1) 예수님은 그것을 몸으로 직접 실천 하셨다.  

(2)  남들이 죄인이라고 일컽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시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였다.  물론 죄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서 

이다.  

(3)  우리가 타협하면 그 순간 우리의 영향력을 잃게 된다.  

 

V. 결론 

A. 사도행전1: 8 은 명령이 아니고 예언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1. 하나님께서는 혼자라도 사람들을 구원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2.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 하신다.  

3. 죽었던 한 생명이 살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와 같이 나누시기를 원하신다.  

B. 교회는 젊은 세대를 체계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충만한 삶을 가르쳐야 하고 또 비 

신자들과 연결점을 찾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Message (금)  다시 생각해보는 사도행전 1:8 (발제)   Jon Choi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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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보는 사도행전" Jon Choi 박사의 발제에 대하여” 

 

최바울 선교사(인터콥 대표) 

 

 

발제자는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1장8절로 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사도행전 1:8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을 기록했다고 봤다. 약 35년정도 전개된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루살렘(행 1:1 - 8:4), 유대와 사마리아(행 8:5 - 12:25), 땅끝(행 13-28)으로 지리적 확장을 계속한다. 

발제자의 주장대로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엔딩 (ending)이 없다. 기록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8장은 땅끝을 향해 계속 되고 있다. 

 

여기서 본인은 사도행전의 복음 증거의 역사는 첫째 눅24:47에서 예수께서 이미 예언하신대로 지리적 팽창을 

계속하고 있으며 둘째 그 방향은 땅끝을 향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영역 선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의 운동성은 지리적 확정이며 방향성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은 땅끝 

미전도 종족이라는 점이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아러한 사도행전의 주역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령임이라는 

점이다. 오순절 성령께서 불과 바람으로 임하시며 모든 민족의 언어로 중거하심으로 사도행전의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제자들, 즉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선교를 본격 시작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마24:14에서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예수께서 예언하신대로 천국복음은 지리적 확장을 거듭하며 모든 민족에  증거될 것이며 이후에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종말론적 사역을 추진해 가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있다. 

 

둘째, 발제자는 사도행전1:8이 명령인가 예언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제자의 주장대로 이 말씀은 예언적이다. 그러나 이 예언적 말씀은 예수께서 이전에 하신 

마28:18-20 지상명령과 결코 분리해서 따로 생각할 수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은 명령 

하셨고 그 명령은 집행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8은 지상명령의 수행이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발제자의 지적대로 행1:4-5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기다려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성령의 사역과 사도행전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다. 

Message (금)  “다시 생각해보는 사도행전 1:8” (논찬)   최바울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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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는 따라서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는 핍박이 와도 전도하다가 순교를 해도 계속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어떤 것도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막을 수없으며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발제자는 고전 9:22-23 말씀을 근거로 복음 증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내에는 아직도 성직주의 전통이 지배하고 있으며 사역적 접근에 있어서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평신도들은 봉사는 하되 마치 말씀사역이나 제자양육 사역은 

하면 안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적지 않다. 교인들을 깨우고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평신도신학의 부재에서 벗어나 평신도 선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본인은 1980년대 말에 "전문인선교"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평신도 선교 운동을 시작했다. 많은 저항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전문인선교 운동은 확산되었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 약 3만명 가운데 현재 약 40 % 

이상이 평신도 선교 

사이다. 

 

지금도 오순절에 시작된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교신학의 과도한 유연화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교회의 선교사역이 사도행전의 기조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마24:14, 

마28:18-20, 행1:8, 행2:1-4 등 일련의 말씀과 관련 성경의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지리적 팽창과 땅끝 미전도 

종족 선교를 벗어나 과도하게 사회영역 선교만을 고집하거나 사회봉사를 중심 선교사상으로 구축하려는 

작금의 선교적 교회 운동은 사도행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종의 일탈이라고 할 수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에 기반한 선교교회(mission church)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Message (금)  “다시 생각해보는 사도행전 1:8” (논찬)   최바울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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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의 헌신 

워싱턴 UBF이야곱 목사 

 

사도행전 2: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들어 가는 말 

하나님께서 지난 56년간 UBF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리더십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젊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현재의   UB의   리더십은 차세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의 

미션을 넘긴 것과   마찬가지로  UBF 영적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은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받은 차세대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UBF 의 차세대들이 어떻게 캠퍼스 복음 역사에 헌신하고 있는지 소개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진로를 통해서 차세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각자 그들이 어떻게 역사를 섬기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헌신의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와 같은 UBF의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간의 워싱턴 UBF 선교생활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어떻게 차세대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에 헌신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 하고자 합니다.  

제1부 UBF 차세대 훈련방법 

하나님의 vision이 있는 곳에 꿈이 있고 꿈이 있는 곳에 헌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7절은 자녀들을   

교회 역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제자를 양성 할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12 제자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일대일 양들을 통해   9명의 제자들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할 새로운 공식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대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우리 역시 새로운 공식을 도입하고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첫째, 차세대를 통한 30년 비전 플랜 

30년 비전 플랜을 통해 2세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는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2세 플랜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살부터 열 두 살-발달 단계, 열 세살부터 열 아홉 살 -성장단계, 스무 살부터 

스물 아홉 살 - 성숙단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도록 

명하셨습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로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의와 도를 지켜 행하도록 가르친 

Message (금) 차세대의 헌신 (발제)  이야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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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대로 계승  확대 됩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1)    UBF 우리의 자녀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양성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성경 원리에 기초하여 2세들에게 여호와의 의와 공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발달 단계, 소위 말해, CBF 단계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언 19:18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징계의 도구는 성경말씀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훈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15-16 “또 어려서 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는 어려서 부터 어머니 유니스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아기 디모데를 의로 교육하는데 있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기 모세의 어머니는 젖을 먹이며 그의 영적인   정체성을  

형성 시켰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유아기가 믿음의 기초를 다질 때입니다. 저는 젊은 부모들이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날마다 

성경공부를 하는 습관을 만들도록 간곡히 권고 했습니다 . 자녀들이 CBF에 나간다고 하여 그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위험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질적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발달 과정 시기의  2세 

신앙 교육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2세들에게  많은 사랑을 쏟아주고 그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다른 

학생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대일 양들이나 사명을 때문이라고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한 

핑계를 해서는 안됩니다. 2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큰 기쁨을 누립니다. 부모님의 사명은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휴가에 데려가 그들이 좋은 기억을 만들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양들 

때문에 자녀들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한 선교사가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냉장고에 제 

양의 생일 케익을 넣어두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것을 먹으려고 했을 때, ‘네 것이 아니다’ 라고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느꼈을지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녀를 위해 케익을 하나 더 

사십시오. 자녀들에게 그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큰 사랑을 주십시오. 

워싱턴 디씨에 살면서, 저희 집은 손님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제 아들들은 베개를 가지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의 사랑때문에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워싱턴   UBF에는 두 주의  가족 

주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미팅을 중단하고 주일에는 특별 강사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CBS 에서 

닥터 빌이 오셔서 고린도후서 4장에 기초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타이틀로 주일 말씀을 전하였는데, 아주 

신선했습니다. 저는 봄과 가을동안 주로 토요일에는 세 아들들의 운동경기에 참여하여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Go, Abe. John, score” 저는 자녀들이 커가는 동안에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Message (금)  차세대의 헌신 (발제)  이야곱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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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아주 민감하고 그들의 부모를 관찰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집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내 말이 아닌, 내가 하는 것을 

본받아라”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시대의 자녀들은 광야 

훈련 40년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평가에 동의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기에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십대,  JBF HBF  시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성육신 교육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전환의 시기입니다. 부모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틴에이저들은 더 이상 부모들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것을 보조하는 성경말씀을 

빌립보서 2:5-7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들은 종이나 친구의 신분으로 자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틴에이저들은 권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보통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포스트모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립학교와 친구들로부터 자유 방임적인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또래 집단의 압력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자녀들이   UBF의 스탠다드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인간으로서의 이성을 사용하여 사고합니다. 부모들과 

틴에이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들의 “예” “아니오”식의 단답형 대답을 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반항적이고 부모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내적으로 무엇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님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 방법을 새롭게 

구축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틴에이저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십대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수준으로 접근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대화/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의존하여 접근하는 것은 반항과 단절된 관계를 초래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4절은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순탄치 않은 십대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모가 자녀의 수준으로 낮추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로 부터 배울 때 조화롭고 아름다운 관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오직 세가지 

직업군만을 생각합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그러나 실제 10,000 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독수리와 같이 자유롭게 날도록 하는 대신에 닭장에 

자녀들을 가둡니다. 자녀들이 대학 전공을 결정하는 시기에 많은 투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존중과 자유가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2세들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2세들을교육시키는 것은 우리의 장기적인 인생 과제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 자녀들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육신 교육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이 사회와 국가의 차세대 지도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대학 기간 동안의 성숙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주인/동반자 시기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2세들은 재능이 있고, 부모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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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들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대학 레벨의 2세들은 부모들이 도움을 구했을 때, 

그들의 부모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신뢰하고 사역의   주인으로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15절은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 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함으로서 부모와의 관계도 긴밀 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친구로 발전합니다. 제 아들 아브라함이 연변과기대에서  2년을 연장하여 사역을 하고자 했을 

때, 저는 그의 결정을 존중해주었습니다. 그가 영적인 환경에서 자라며, 3년간의 미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서포트는 쉬지않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집은 손님이 너무 많다” 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그들의 집을 열어 40년간 손님들을 섬겼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부모로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실제 삶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어려서  부터  보고 배운 것을 

통해서 저의 영적인 예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베트남에서 미국 외교관으로 일하며 세계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세 아들들을 볼 때, 저의 삼십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 아들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저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30년간의 제자 양성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UBF   2세 자녀들이  UBF 차세대 

지도자들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대일 CAMPUS양들을 통한 10년 비전 플랜 

일대일 양 성장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대일 양, 제자훈련,  지도자 과정으로 차세대 

지도자를 지난 40년간 교육 했습니다.   

일대일 양들은UBF차세대 제자 양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양을 만날 때, 우리는 사도행전 2:17“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에서 언급된 대로 그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세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단계는 일대일 성경공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경의 핵심인-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구원, 

개종, 영생- 7 step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를 공부해야 하며, 세상의 구원인  예수님에 관한 4 복음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기독교 

역사에 대해 가르치며, 로마서를 통해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원칙을 공부하고, 믿음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서신서와 종말론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양들에게 소감 쓰는 것과 소감을 

나누는 것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일대일 성경공부만으로는 그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에 양들에게 성경 선생으로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양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고 

여러가지 활동에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자로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는 제자 훈련 단계입니다. 4년간의 성경 공부 후에는 양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 선생들은 이 시기에 양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때부터 이들이 새벽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같은 영적인 수준의 사람들과 팀을 이루도록 합니다. 워싱턴   UBF에는 

solid rock 팀과 living water sister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팀원들과 동역하고 훈련 받으며 또래 집단의 

압력과 기대를 극복합니다. 그들은 함께 찬양하고, 먹고, 공부합니다. 팀 훈련을 해서 영적인 친구로 

발전해갑니다. 공동생활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캠핑 트립을 통해 동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여름 수양회에서   인생소감을 발표할 수 있게 됩니다.  

Message (금)  차세대의 헌신 (발제)  이야곱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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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리더쉽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양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성경 선생과 

학생이 동역 해야 합니다. 성경 선생은 학생리더를 신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그들이 세계 선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선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캠퍼스 피싱을 통해 다른 학생들을 일대일 성경공부에 초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양회나 주일 예배의 

메신저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전 교회가 이들에게  관심가지고 사랑과 

기도로 서포트 해야 합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교회리더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BF, JBF/HBF 의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간의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젊은 일대일 양들을 

통해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었습니다.  

 

제2부 UBF 차세대 헌신 

우리는 현재 훈련 받은 차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도우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의 지도자가 되어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차세대는 차세대지도자들이 도와야  합니다.   

 

제1장 젊은 2세 차세대를 통한 헌신 사역 

 

UBF 의  2세들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된 성경공부와 소감쓰기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독립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차세대의 지도자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며 영적지도자로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이 사역을 통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를 전체적으로 감독할 뿐만 아니라 직접 예배의 

메세지를 전하며, 여름 성경학교, 특별 활동 등을 주관하며 섬깁니다. 우리 워싱턴   UBF  어린이 사역의 

리더는 본인 스스로가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어린이들의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접근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둘째로, 청년부 사역을 통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풍 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보내며 부모들과 대화가 적어지고, 특히 미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이민자 

부모를 둔 경우에는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내기 쉽습니다. 우리의 청년부 리더들은 나이가 젊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청년들과의 갭이 적습니다. 청년들도 이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문제와 고민(영적인 

문제를 포함하여)을 나누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독립적인 신앙인이요 차세대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자체적으로 주일 예배를 

섬기는데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주중에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 청년들과 기도모임을 가지고 식사를 

나눕니다. 토요일에는 찬양과 경배, 성경공부 시간을 가집니다. 매년 여름에는 단기 선교를 계획하여 미국내  

뿐만 아니라 멕시코, 벨리즈에서 어린이 사역과 청년 사역을 섬깁니다.  

Message (금) 차세대의 헌신 (발제)  이야곱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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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대학부 사역을 통한 헌신 

대학부 사역의 주역인 2세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대학부 모임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기도하며 

이끌고 있습니다. 대학에는 많은 청년들의 죄와 세상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2세 리더들은 금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습니다. 대학부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의 친구들과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하며 믿음의 성장을 인커리지 합니다. 많은 2세들이 

모임을 통한 성경공부 뿐만 아니라 일대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넷째로, 세계 선교를 통한 헌신 

 UBF 의 많은 2세들은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2-3개월, 혹은 졸업 이후 1-2년 동안의 단기 선교를 자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2세 지도자 중에는 법대 졸업 이후 3년간의 중국 선교를 통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키우고 

현재는 미국의 외교관으로 세계 선교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2장 미국 대학생 차세대를 통한 헌신 사역 

이들은 대학생 시절   UBF   성경 공부에 초청을 받아 일대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첫째, 일대일 성경 선생으로서의 헌신  

이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성경 공부를 초청받고 또한 성경공부를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다른 

캠퍼스 학생들을 초청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경선생과의 일대일 공부를 통해 혹은 성경 

학회를 통해 말씀공부 노트를 스스로 만들며 학생들을 초청하여 일대일 성경선생으로 제자 양성가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둘째, 선교사로서의 헌신 

이들은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세계 선교 사명을 영접했습니다. 워싱턴   UBF 를 통해 

성경 공부에 초청을 받고 대학생 시절부터 꾸준히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의 목자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현재는 타이완에서 교수로 와이프와 함께 한  UBF 챕터를 섬기며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성경 선생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UBF는 하나님의 은혜로 40대되는 미국인 Phillip Brown을 후계자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훈련 받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 미국의 목자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는 결혼 후 중국에서 8년간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며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최근 워싱턴  UBF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vision대로 차세대 

계승 역사가 성공했습니다.  

   

사도행전 2: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Message (금)  차세대의 헌신 (발제)  이야곱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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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금) 차세대의 헌신 (논찬)  Rev. Brandon Lee 

                                      FAITHFULNESS TO THE NEXT GENERATION 

                                                                                                                                            

Rev. Brandon Lee 

아틀란타 새한장로교회EM 담당 목사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4-7)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든 목사입니다. 송상철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신 아틀란타 새한교회에서 EM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약 20년동안 이민 교회에서 영어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했고, 새한교회에서 10년동안 

섬겼습니다.  

 

저는 이민 2세입니다. 올해 42세이고 결혼 했으며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의 부모님이 계신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레 교회 에 다니게 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됬으며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 가운데는 이민 교회를 향한 감사함이 있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민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떠나고 다민족 교회들을 

섬기거나 자체적으로 2세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한국 교회에 남아 있기로 

선택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 한국인과 이민 2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은  Lee Jacob 목사님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분은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하고 계시고 저는 지역 교회를 섬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Jacob 목사님께서 하시는 캠퍼스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캠퍼스 사역은 대학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 또 헌신을 가르칠 수 있는, 빼놀 수 없는 중요한 사역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녔던 

학생이였을 때 복음의 열정을 가진 목사님들을 만나는 복을 누렸었고 지금까지도 이 귀한 사역에 힘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녀의 믿음 성장에 가장 큰 책임이 부모이게 있다는  Jacbo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너무 

많은 부모들이 이런 책임을 뒤로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는 부모님들을 도와 자녀들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울 순 있지만 양육을 맡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 양육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양육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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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새한교회  Englih Ministry 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부모님께서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며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생생히 

기억납니다. 가끔 졸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저를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둘째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집에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교제들, 성경 암송구절 등을 나눠줌으로써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려드리고, 주중에 집에서 함께 나누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열심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의 믿음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자녀도 말씀을 읽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계신 학부모님들 중, 지난 주일에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웠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모르신다면, 현재 자녀와 나누는 대화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며 

이들의 믿음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매일 저녁 아버지가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드립니다. 남편을 한 가정에 

가장으로 세우신 것이 성경의 가르침 입니다. 지금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교회가 약해진 데에는 

남편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가정을 제대로 이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장의 

책임이 아내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학문과 연구를 통해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써 자신의 책임을 저버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동안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 

목회자들을 만나겠지만 부모님은 단 한명 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 무엇으로도 대채할 수 

없는 존재이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들이 끼치는 영향령 또한 대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 중 하나가 가정이 제자도를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줌으로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야합니다.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효력이 없으며 가르침이 

없는 행함 또한 충분하지 못합니다. 가르침과 행함이 함께 나타날 때 가장 큰 영향력이 나타나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2세들이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세대라는 Jacob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독교에 대해 

듣는것에 지쳐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와 부모세대를 통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수 없이 들었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정과 삶 속에서 직접 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래 남아있지 

않는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집안에서의 행동과 교회 안에서의 행도이 다르다는 것을 직접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녀들을 설득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신앙이 

Message (금) 차세대의 헌신 (논찬)  Rev. Brand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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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금) 차세대의 헌신 (논찬)  Rev. Brandon Lee 

아닌 진짜 신앙을 원합니다.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없다면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진짜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백문이 불혀 일견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튼튼한 신앙을 가진 이민 2세대가 되길 원한다면 그런 아이들을 양육할 수있는 튼튼한 

이민교회가 필요하고 또 그런 이민교회를 섬길 건강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이민 2세자로써 이민세대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분들 없이는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으며 저 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2세들들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는 이민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민 

1세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 다른 문화,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민 

1세대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선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  그러나 우리가 

아직 배울것도 많고 부족하더라도 사랑해 주시고 혹 실수하여 넘어진다면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송상철 목사님께 가장 감사한 것이 늘 오래참고 사랑해주신 점 입니다. 처음 새한교회에 

부임했을 때 당시 제 나이가 32세 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감 넘쳤고 오만한 모습도 있었지만 스스로 

깨닫고 길을 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긴 했어도 뭘 해야할지 알려주시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다른 부교역자들을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젼대로 E M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믿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는 우리 EM 에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 우리 

장로교 안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습니 

다.  마치 저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신 송목사님의 그 사랑과 지지 없이는 이런일들을 할 수 없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민교회에서 자라서 이 땅의 2세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써의 경험을 간단히 나눴습니다. 저는 이민 

2세들이 1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민 1세대들은 이땅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들, 이민자로써 교회를 개척하며 겪는 아픔들은 2세대들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다시한번 마음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인 교회는 다가올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더 힘써야 합니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더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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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협력 사역 모델 (발제) 

이성철 목사(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세대 간 협력 사역은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세대 간 협력 사역은 이 땅위에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할 중차대한 사명이다.  

*이 시대에는 이름난 한 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표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할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악하고 강력한 세상이 되었다.  

*특히 이 시대는 모든 사회적 요소들이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없이는 급변하는 이 세상의 흐름을 새롭게 바꾸기가 쉽지 않다.  

 

1. 함께 준비하는 교회 

*급변하는 세상 때문에 세대 간의 차이도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말았다.  

*예전처럼 부모에게서 삶의 지혜와 힘을 배우는 시대는 지나갔다.  

*세대 간의 협력 사역을 위하여 먼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과 신앙의 차이점들을 서로 공부하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노력과 기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세대 간의 협력 사역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유행처럼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세대 간의 협력 사역을 위한 기본적인 구조를 찾기까지 공부하며  

기도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2. 함께 협력하는 교회 

*교회마다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협력사역의 모습도 각기 다를 수 있다. 

Message (금)  세대 간 협력 사역 모델 (발제)  이성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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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공통분모는 세대 간의 협력 사역이 주는 교회와 받는 

교회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교회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차세대 교회가 분명히 시작할 때는 연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교회가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차세대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기가 쉽지 않다.  

*차세대 교회를 독립적인 교회로 처음부터 인정해 주고 간섭이 아니라 관심을 상호의존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함께 하는 주일학교 교육, 함께 하는 선교 활동, 좋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나누기 등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3. 함께 리더십을 세워가는 교회 

*신앙 공동체에는 리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로의 리더를 세우기 위 한 협력 사역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강단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리더들을 세워주어야 한다.  

*각 교회 리더들의 친목과 교육을 위한 특별훈련을 실행하고, 두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비전을 함께 세워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4. 함께 공동체 훈련을 하는 교회 

*두 공동체 전체의 연합 행사나 훈련을 통해서 두 공동체의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 해간다. 

*연합 예배 *연합 선교 활동 *연합 체육 대회  

 

5. 동반 성장을 위해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는 교회 

*두 공동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리더들의 주기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  

*그 모임을 통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문제들을 살펴보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본다.  

*서로의 모임을 통해서 얻어진 긍정적인 새로운 길을 공동체에 알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도록 한다.  

 

Message (금)  세대 간 협력 사역 모델 (발제)  이성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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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협력 사역 모델” (논찬)   
강민수 목사  (레익뷰 언약교회) 

 1. 세대간의 협력사역을 위해 여러사역 모델들이 필요하다 

고전 9:19-21 “19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Message (금)  “세대 간 협력 사역 모델” (논찬)  강민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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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최선의 사역모델이 있는것이 아니라 각교회의 처한 상황에서 교인들과 전도대상자들에게 가장효과적인 

복음전파와 제자양성을 가능케할 사역모델을 분별하여 채택해야 한다. 

 

2. 세대간의 협력사역을 위해비젼의 통일성과 사역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아모스 3:3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마태복음 15:1-3 “1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2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 3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동일한 비젼을 공유 할때 마음이 하나 될수있고 세대간의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의 사역의 자율성을 존중해 

줄때 지속적인 협력사역을 할수있다. 

 

3. 세대간의 협력사역을 위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하다 

고전 13:13 “13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삼상 16:12-13 “
12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3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서로를향한 믿음의눈, 소망의 언어, 그리고 사랑의 행동이 세대간 아름다운 협력사역의 열매를 맺게 할것이다. 

 

Message (금)  “세대 간 협력 사역 모델” (논찬)  강민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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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선교동원 전략 (발제)    

고 훈 목사(뉴욕하은교회) 

 

   전 세계의 교회들은 현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을 상대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교회의 대응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전략의 부분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회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80%가 

교회로부터 이탈 했다는 미국의 한인 디아스포라의 보고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만 한다. 이제는 진검승부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세대는 선교 역사의 주요한 자원이다. 특별히 미국 대학의 복음화가 3% 미만이라는 결과는 

이 시대의 앞날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됨과 동시에 심각한 위협 요소임이 틀림없다. 차세대 선교 동원 전략을 

다루면서 교회의 회복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    

   1907년 영적 대각성의 부흥을 경험한 한국 교회는 1912년 중국 산동지역에서 세 명의 선교사를 파송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교회가 지닌 선교적 사명을 선명하게 인식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시기는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며 정의와 평화에 대한 복음적 가치를 천명하는 시간이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전쟁 직후 최찬영, 

김순일 선교사를 태국에 파송하면서 대 사회와 열방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추구했다.  

   지난 30여년간 한국 교회 선교 역량이 급속하게 강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1970, 80년대 한국 교회의 부흥기와 그 

이후에 깨닫게 된 선교적 책임에 대한 각성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한국 교회의 현재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척박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결과에 따른 

성장이었다. 초기 한국 교회의 교회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열정, 헌신은 한국 교회 선교 역사의 기초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본질적 사명에 눈뜨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대를 넘어 가장 견지해야 할 기반이자 

전력이다. 특별히 캠퍼스 선교 단체들의 전도 사역은 복음의 본질 제시와 그에 따른 삶을 보이는 그리스도인  은이들을 

통해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승부를 걸고, 이것이 교회의 각성과 부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한국 교회가 보여준 선교 참여와 동원의 폭발력은 가히 놀랍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21세기에 세계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촉진하신 기간이었다. 동기간 한국 교회에 부어진 특별한 은혜가 선교 

사역의 부흥으로 연결됐다. 한국 선교사들의 헌신과 열매는 서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여러 한계들로 인해 선교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 받기도 했다.  열악한 

선교 인프라는 훈련이나 검증 과정에서 몰려드는 헌신자들을 다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개개인의 신앙 

인격적인 문제들을 모두 다 걸러낼 수는 없다 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숙제를 남겼다.   

   2011년 12월 선교사 23,331명을 169개국에 파송 하면서 한국 선교의 장년기가 시작 됐다. 이 시기 청년층의 역할이 

지대했다. 청년 대학생들은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전히 반응하고, 그 즉시 속한 교회 공동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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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제들에 눈뜰 것을 여러 모양으로 도전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정적인 청년들의 

선교 사역에 대한 열망은 지역교회 부흥기의 원동력이 됐고,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하는 출구 역할을 했다.  

   이 시기는 1990년대에 축적된 선교 동원의 에너지가 폭발되는 시점이었고, 선교가 1990년대 청년층의 주도에서 

이제는 교회의 장년층에까지 확산되며 중요한 화두로 다뤄지던 때였다. 교회들의 선교여행 참여가 일상화돼 갔고, 

목회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대해 다양한 통로를 통해 듣거나 참여하는 일이 진행됐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선교 단체들의 사역이 다각도로 일어났으며, 선교사도 급증했다. 광폭의 선교 동원과 홍보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동원이 곧 선교 현장에 가는 선교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과 은사에 

적합한 삶과 은사에 적합한 선교적 역할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시기 한국교회는 선교의 본질적 

부르심에 따른 교회의 역할에 대한 총체적 그림, 과정에 대한 면밀한 정보 제공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일에 미흡했다. 

이 시기에는 교회의 청년층 이탈현상에 대한 우려가 퍼지기도 했고, 더불어 선교 열기가 어느 정도 수그러지는 현상도 

보였다.  

   1900년대 선교 동원의 화두는 청년 선교 동원, 미전도 종족 등이 주요한 언어였다. 이러한 전력들은 당시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가속화 되던 전략들과 궤를 같이 한다. 한국 선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의 내외적 필요가 이러한 화두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국의 기독 젊은이들이 있었다.  

   2000년대 들어 선교 동원의 화두는 본질적, 존재론적인 언어로 변화했다. 과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과업을 수행하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공동체는 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에 대한 통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사실 부름 받은 존재로서의 정체성 확인과 목적에 부합한 삶이 선교의 중요한 방향임은 한국 교회 

초기 선조들이 이미 제시했던 것이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태생적으로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다만, 가능한 역할에 

대한 은사의 배치가 다를 뿐이다. 현장에 대한 필요에서 출발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부터 점검하자. 

그러면 길이 보인다. 선교 동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양한 자성과 본질로의 회복을 갈망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모아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교회의 부흥을 꿈꿔야 한다.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 안에서의 비전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복음의 본질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도전이 회복돼야 한다. 

차세들에게 복음의 본질은 전했지만, 그것이 내 교회, 내 단체의 충성자를 회복하는 데 그친다면 교회에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2. 현장에 초점을 맞추자.  

   물건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질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고 아무리 목청껏 

소리쳐도 시장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가장 적합한 상품, 필요에 부합하는 상품이 시장을 움직인다. 선교 사역은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선포돼야 하나, 그들에게 다가갈 적합한 방법과 소리가 필요하다. 선교 

현장의 문제와 한계를 넘어 바람직한 선교를 하려면, 무엇보다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장에 적합한 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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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본질을 놓치지 않는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지인들도 알지 못한,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역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안목과 자질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선교 현장은 다변화 됐다.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선교 현장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 현장의 필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공급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가장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배치를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사고는 무조건 현장에 있는 사람의 말만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각과 

밖에서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즉,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기 때문에 가고, 우리 공동체가 여력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라는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눈 높이에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들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현장 중심의 사고다. 현장 중심의 사고는 전문 선교단체들과의 교감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적용하고 헌신과 사역의 구도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차세대들이다.  

3. 성숙과 책임의 필요성 

   30여 년의 급성장기를 보낸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는 이제 성숙과 적절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시기를 맞이했다. 특히 

선교 동원이라는 모판의 성장을 위한 사명은 녹록치 낳은 환경에서 새로운 전력과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충분한 자원이 조성돼야 한다. 선교 단체들은 지난 30여 년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쏟아진 선교 

헌신자들을 보내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런 방법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 선교현장의 필요에 맞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선교 동원의 중추적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사역에 대한 전문가, 이들이 지역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각 지역교회의 

역량에 적합한 전력들을 나눠주는 일을 할 때, 가장 역동적인 차세대 선교 동원의 물꼬가 트일 것이며, 나아가 적절한 

인력의 배출과 파송, 사역과 열매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선교 자원들이 수동적인 동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적합한 다양한 모델들을 스스로 발굴 해가도록 지원하고 이끄는 일이 필요하다.   

4. 사회 변화에 맞는 선교사 양성 

   누가 선교사로 가야 하는가, 이것은 개개인에게는 물론이요 동원에 있어서도 고민거리다. 결론은 다 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신자는 보내심을 받았다. 선교 역사는 몇몇 영웅들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지원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과제가 성취돼 왔음을 보여준다.  

   18세기 윌리엄 캐리에 의해 시작된 선교는, 전임 선교사가 선교사에 대한 틀로 고정돼 이어져 왔다. 물론 이 틀은 지난 

300여 년간 복음을 촉진시킨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면 전 세계를 돌 수 있는 21세기이다. 시대에 적합한 

패러다임으로 선교 사역의 옷을 입거나 재조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지구촌을 누비며 복음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전문인 선교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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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에는 선교 동원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선교 사역자의 스펙트럼을 더 넓히고 참여 방안을 다양화 

한다면,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들이 삶과 괴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차세대 선교 참여 통로를 더욱 넓히게 될 

것이다. 시대적 변화를 면밀하게 고려한 차세대 선교 동원 전략이 시급하다.  

   교회의 본질적 존재 의미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선교를 통해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지금 시점에서 디아스포라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것은 전하는 사명의 총체성에 눈뜨는 것이다.  

   교회의 성장이 정체됐고 침체 중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부담을 준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이다.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도 나갈 수 없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명제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전도에 약해 있다. 선교 동원을 

고민하기 이전에서 주변에서 복음 전도를 실천하고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 이제 우리는 부흥기의 달콤함을 

잊고,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킬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단기선교를 준비한다면 선교여행 준비에 들이는 노력의 몇 배를 전도 사역에 들여야 할 것이다. 이때 전도는 단순히 

전도지를 돌리고 거리에서 찬양을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각성이 필요하며 이는 성경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간절한 추구와 실천을 통해 이뤄진다. 이 연결고리에서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다. 이것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놓일 수 잇는 차세대 선교의 본질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 

   변화하는 세상은 전통적 개념의 선교사가 아니라 새로운 선교사를 요구하고 있다. 디아스포라 교회는 처음부터 가장 

적절한 선교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잘만 개발한다면 순전한 차세대들의 헌신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차세대 선교 자원들을 적합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일에 자발적인 디딤돌 역할이 더욱 견고해 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동원가들이 동원 현장을 

누비며 차세대들을 도전하는 일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차세대들에게 일차적으로는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와 선교 

사역을 돕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때로는 선교지를 자발적으로 방문해 선교사를 격려하고 

동역 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가정은 기독교 교육의 중심 장이다. 가정은 인간의 삶이 형성되는 터전이며 

모판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경험과 학습은 가정 외에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다. 가정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가르침을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가르침의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한 개인의 신앙과 세계관, 신념과 태도 그리고 가치는 가정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가르치기 어렵다. 자녀는 

부모의 그늘 아래서 생활함으로써 살아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장 효과적이고도 분명하게 

배울 수 있다.  

Message (금)  차세대 선교동원 전략 (발제) 고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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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선교동원 실천적 동원 사역 
국제도시선교회 ICM 김 호성 목사 

 

1. 들어가는 말 – 실천적 사례를 통한 차세대 선교 동원 가능성 

 

1.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 가야 할 미국이 이제 너무나 영적으로 쇠락하였습니다. 

 

 

이 땅을 회복 시킬 민족은 미국안에 이민 와서도 새벽부터 기도하며 교회를 짓고 기도하는 우리 민족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선교자원 미주 안의 디아스포라 다음세대 

 

2. 어려운 문제 

1) 가장 어려운 전도하는 일, 자기를 버리고 선교현장으로 나가는 일 등은 가장 어렵게 여기는     

일임으로 아무리 중요한 선교자원인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고 할찌라도 선교동원이 이론을 통하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 교회들이 시행하고 있는 여름 중남미 ‘단기선교’ ‘인디언 선교’ ‘GKYM’ 그리고ICM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다음세대 도시선교운동과 미국 재 부흥 운동(Revival for America), ‘뉴욕 총력전도 운동’들을 통해  

선교를 경험케 하는 귀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2) 선교를 체험했던 다음세대들이 직업과 결혼을 통해 주류에 진입하고 나면 선교는 과거의 추억으로  

남고 교회는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선교 할 수 있도록 구조와 훈련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미국 안에서 선교를 체험 시키는 사역을 통해 차세대 선교동원을 장기간에 걸쳐 이룰   

수 있으며 그 어떤 후속 조치를 교회들과 힘을 합해 지속적으로 해야만 선교하는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3) 미국이 가진 힘과 미국 안의 평신도 디아스포라가 가진 인프라 
 

선교에 이미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이들을 뜻있는 기관이 그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교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일이 작금에 필요한 일이 경험을 통해 발견되고 있습니다. 

 

3. 선교를 실천적이고 직접 체험을 하는 것 사례로 국제도시선교회(ICM)의 사례를 통해 가능성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국제도시선교회 ICM)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민족이 지난 100년 동안 실내에서의 신앙 생활을 이제 

벗어나서, 하나닝의 생명의 복음을 이 미국땅 전체에, 그리고 미국 안에 와 있는 무수한 다민족들에게 유일한 미국 

안에서 예수 믿고 있는 우리 민족을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도록 도전하고 깨우고 직접 솔선하여 시범을 보이며 

전도학교를 통해 방법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미국 안에서 유일한 복음의 소망이 되어 있음을 알리고 깨우치며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4. 다음세대의 선교 전략적 가치와 동원의 실제 

특히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우리 민족 다음세대들은 1세대들로부터 신앙을 물려 받았습니다. 이들을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는데 구약의 이민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복음의 영향력을 초 강대국 미국에 끼쳐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선교적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그들을 훈련하여 길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실천적 선교적 삶을 살도록 경험하는 

Message (금)  차세대 선교동원 사역 (논찬) 김호성 목사   



M o v in g  M i ss i o n a l l y  Fo r wa r d  w it h  th e  E me r g in g  G e n e r a t io n  

“차 세 대 를  바 로  세 워  주 자 !”  

 65 
 

 

모임으로의 변화가 시급하고, 교회는 준비되어지도록 도전하고 다음세대를 가르치는 지도자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에 

목회자들에게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도전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1) [미국 재부흥 운동 - Revival for America] 

이민와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며 기도하는 우리 민족인 우리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현재는 

영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미국을 복음으로 회복 시키는 [미국 재부흥 운동 - Revival for America]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영적 충전을 위해 실내에서만 모여 4일을 넘지 못하는 대부분의 컨퍼런스가 아니라, 

이 [미국 재부흥 운동]은 길로 나가 직접 미국의 수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실외 [전도 부흥 운동]으로 무려 

10일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동부의 뉴욕과 보스톤,워싱턴등에 복음을 전하여 부흥이 오게 하는 운동으로… 많은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참가하여 선교 동력화를 위해 도전하여 작년 결산, 10일간 무려 연인원 1.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하여 미동부의 미국인을 포함 보스톤의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하바드의 인재들과 다민족들인 

지성인들에게 무려 2만명에게 복음을 들려 주는 대규모 전도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가 전도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현대의 이민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참가하도록 도전하고 

힘쓰고 있는바 길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한인들이 하는 [대규모 전도 부흥 운동]은 이민 역사 남는 귀한 다음세대들의 

실천적전도 운동이며 부흥운동이다라고 어른들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2) [뉴욕 총력전도 운동] 

[미국 재 부흥 운동 - Revival for America]중 세계의 수도요 현대의 로마인 뉴욕을 변화 시키는 [뉴욕 성시화 총력전도 

운동]은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도시에!! ]전하도록 하는 운동으로..전도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큰 부담을 가지고 

모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운동을 위해 오랜 기간 애쓰며 기도하며 도전하여 참가자 중 무려 12시간을 

운전하여 온 사람들과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뉴욕을 향해 달려와준 워싱턴과 보스톤의 100명이 넘는 인원들을 포함 

400명 이상의 한인들이 하루 종일 전도하기 위해 세계의 수도에 모여 수 천명을 전도하는 운동은 것은 한인 이민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일로 그 가능성을 우리 민족이 선교하는 민족으로 바꿔지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우리 한인 다음세대들을 선교자원으로 훈련 

1 )세계 속에 심겨진 우리 한국 선교사의 자녀들과 이민으로 심겨진 디아스포라 다음세대들의 선교 자원화 

전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의 수는 2만 5천명입니다. 선교사 1세들인 그들은 선교지에 가서도 언어를 배우고 

시민권을 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통 10년을 훨씬 넘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그들의 자녀들인 MK들은 그 수가 약 5만명으로   선교사들인 부모를 따라 온 세상 열방으로 나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능통하며 부모들 보다 훨씬 더 그 나라의 문화에 파고 들어 그 나라화 된 자원들로 뜨거운 

신앙을 부모선교사로부터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 저희는 그들을 대한 중요성을 보고 있으며 그들은 선교에 완전 

 준비된 중요한 선교 개발 자원들입니다. 

이들을 훈련할 실제적인 필요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2) 그들과 또한 이민으로 이미 각국에 심겨져 유일하게 예수 믿고 있는 선교자원인 우리 한인 교포 다음 세대들 약 

300만명 또한 중요한 선교 자원들로 이미 보내지고 심겨진 선교사들로 세계 각국에 가서도 예수를 믿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능통하며 그 나라에서 학교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예비된 세계 기독교 역사에 2.000년전의 

디아스포라 이후 가장 중요한 선교자원들 입니다.   

 

6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이고 시급한, MK 및 세계 속의 한인 디어스포라를 통한 자국 선교를 위한 동원 및 활성화  

Message (금)  차세대 선교동원 사역 (논찬) 김호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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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400개 민족 187개 언어가 사용되는 뉴욕에 불러 3-6개월을 먹이고 재워 훈련하여 실천적인 전도와 재생산과 선교 

리더로써의 훈련을 하여   다시 그들의 나라로 재 파송 한다면 세계 선교 역사는 혁명이 일어 날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며 그들을 훈련하기 위한 [디아스포라 선교 훈련 센터 = 60만불]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세계선교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게 되며 가장 경비가 들지 않는 경제적인 선교로 이미 그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주택과 직업, 언어 시민권, 그 나라의 친구와 사회와 문화에 이미 파고 들어가 있는 최고의 전략적 선교자원임으로 

이들을 불러다가 훈련하여 되돌려 보내는 [디아스포라 선교훈련 센터]을 하나님께서 뜻있는 어른들을 통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1만불 후원자 60명 혹은 2만불, 3만불, 5만불 등 하나님의 사람들로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 한인 다음세대들을 선교 체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체험 현장 

1) 지역교회는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선교과업을 완수 하기 위한 교육과 신학교에서부터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론의 교육 필요 
 

2) 5개국 12개도시에서의 사역 현장을 갖음 
 

8. 구체적인 방법들과 How To 

1) 미국 안의 다만족 선교를 위한 선교동원 전략 

미국은 400개의 다민족, 187개의 언어가 쓰이고 있는 세계 최고의 집약된 세계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미국 속의 다민족들은 아직 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민족과 같지 않은 선교 대상입니다.  전도 대상인 그들은 우리 

주변 어디든지 만날 수 있으며 우리의 거주 구역 안에도 무수히 살고 있습니다. 
 

이민 와서 새벽부터 기도하며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 하는 유일 하다시피한 우리민족은 지난 100년간 남의 나라에서 

신앙을 실내에서만 유지하고 계승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다음세대들은 신앙으로 무장시켰고 언어와 

문화에 능통 할 뿐 아니라 1.5세들이 40대 초에 진입하여 미국 주류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지난 100년간의 우리 끼리의 신앙생활로부터 이민 교포 디아스포라들과 교회는 선교하는 페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변속을 하지 않고 달리게 될 때 고장이 나거나 폭발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과 같이 우리 끼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기독교 쇠락을 곧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중대 고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또 한편의 사역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훈련하여 다민족들을 전도하는 체재와 양육하는 체제로 

바꾸도록 도전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2) 스스로 오고 있는 지성적 미전도 종족들에게의 선교 

냉전이 끝나고 시대가 바뀌고 세계 경제가 부흥된 지금 한해 놀랍게도 6억 4천만명의 여행자들이 세계의 곳곳을 

누비며 방문하고 있는 현대에, 세계의 주요도시들은 [가지 않고도 스스로 오고 있는 지성적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중요한 사역으로 보고 스스로 오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들려 주고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선교를 젊은이들을 동원하고 훈련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선교동원에 있어서 3가지 필요사항 

선교 동원을 위한 필요들이 채워져야 함의 연합과 지원들 

언어와 문화에 준비 되어져 있는 다음 세대들 선교 동원에 필요들이 해결되어야 가능합니다. 다음세대 젊은이들이 

사역의 주축이 되게 하고 동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교의 필요들과 경비들이 해결되도록 지역교회들과 초 교회적인 

후원자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Message (금)  차세대 선교동원 사역 (논찬) 김호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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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미국 안의 50개 주에 산재한 한국 4.500개교회의 순회 전도 훈련을 통한 다민족 선교 동원의 실제 

가. 지난 110년 동안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 하시어서 미국 안에만 무려 4.500개 교회가 있는 역사에 남을 

기독교 민족으로 우리 민족은 성장하였습니다.  
 

나. 이 4.500개 교회의 이민 1.5세들은 이제 40대 초에 까지 진입하였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으며 말할 것도 없이 

언어가 능통하며 미국화 되어 있습니다.  
 

다. 이들은 직장과 스몰 비지니스를 통해 하루에도 수도 없는 미국 사람들과 다민족들을 접촉하는 세대로 변해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이들을 주목하고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선교자원으로 훈련하며 선교 동력화를 위해 

개발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라. 이들은 부모들의 수고로 인해 신앙을 물려 받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일한 존재들로 우리는 이들을 이미 

심겨진 선교자원으로 보고 이들을 훈련만 한다면 이들을 통해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는 미국인, 다민족인들을 

만나게 되는 중요 선교사로 재생산 할 수 있습니다. 
 

마. 이들을 훈련시켜 다민족 선교 동력화를 시키기 위해 미국 50개주의 한인 교회를 찾아가 이들을 훈련할 전략을 

세우고 이동할 수 있는 버스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 미국안의   주류에 진입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 1.5세들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 

3억의 인구를 가진, 이민자로 구성된 미국의 다민족들을 통해 그들의 나라와 고향에 있는 친족들에게 우리가 직접 

선교하기 보다 그들을 통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세계 선교에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 바로 

에수 믿는 무수한, 이미 심겨지고 보냄을 받은 그러나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1.5세들이 거하는 미주 안의 한인 

교회4.500 전도훈련입니다. 반드시 속한 시일 내에 이들을 선교자원 동력화를 해야 합니다.  
 

사. 이민 온 4.750만 이중언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들 다민족들은 매일 저녁만 되면 자신이 떠나온 나라의 

친족들에게 과학 문명의 최첨단 기기인, 손에서 떼 놓을 수 없는, 이름 그대로 휴대하는 휴대폰의  SNS을 통해 

고향과 떠나온 자국의 친족들에게 4.750만명의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미국 안의 다민족들은 하루에도 수억(?) 

수십억(?)의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언어가 눙통 하며 미국 사회에 진입한 예수로 훈련된 한인 디아스포라 1.5세들은 이들을 속히 깨우고 

전도훈련을 시켜 방법을 가르쳐 그들의 직장과 비지니스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ICM 스몰 비지니스를 

선교지화 하는 전도훈련]을 통해... 1.5세들을 통해 -> 다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 예수 믿은 다민족들은 -> SNS를 통해 ->고향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세계선교와 선교 동력화를 하기 위한 필요 – 초월적인 협력 필요( 이동 수단 버스 ) 
 

자. 실천적인 전도 방법인 How To 

이 모든 전도 훈련은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이며 전략적이며 쉬운 저희 ICM임팩트 전도훈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ICM임팩트 전도는 지난 15년간 무려 약 200만명에게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려 준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9. 결론 

Message (금)  차세대 선교동원 사역 (논찬) 김호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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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한그릇선교회 

                                                                                   

권종승선교사(A Cup of Water International, Inc.대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학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한 후에 Biblical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권종승 목사입니다. 전공을 살려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전도 종족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이름은 ‘물 한 그릇 선교회 (A Cup of Water International, Inc.)’입니다. 물 한 그릇 

선교회는 세계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선교 단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땅 끝까지 전하며, 저렴한 

수자원 개발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촌의 약 8억의 인구가 식수를 구하지 못해,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20억의 인구가 변소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UNICEF에 따르면 세계에는 매일 수 천명의 어린이들이 물 문제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농촌지역, 특히 미전도 지역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아프리카 시골 지역의 경우 매일 몇 킬로미터씩 걸어가서, 강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식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 역시 식수로 사용하기엔 위험한 오염된 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오염된 식수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물이나 식수 펌프를 설치할 

비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한 그릇 선교회는 세계 미전도 종족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역 내용 

1. 마을 우물 설치: 땅을 파서 지하수를 개발합니다. 우물을 판 후에 펌프를 설치하여, 지하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전도 종족에 우물을 설치하고, 우물을 관리할 소그룹을 만들고, 이 소그룹이 장차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하여, 미전도 종족에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온 마을을 복음화 시키는 전략입니다. 

우물 하나는 약 300-500명의 식수를 공급합니다. 

2. 펌프 수리 및 설치: 많은 저개발국에서는 아직도 손 펌프를 사용하여 식수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 

펌프가 고장이 나서, 우물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손 펌프를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3. 위생 교육: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설사로 인해 죽습니다. 설사로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설사가 나더라도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설사가 계속 난다고 음식도, 물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탈수 (dehydration)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런데, 손만 잘 씻어도 설사병을 40%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 음식 보관, 변소 사용 등 간단하고 기본적인 위생 교육을 합니다.  

4. 변소 설치: 개량된 변소를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물도 오염되기 쉽습니다. 변소가 없는 곳에는 위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20억의 사람들이 개량된 변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ission Orgs Ministry Report– ACWMI  권종승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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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용 정수 장치 설치: 집집마다 BioSand Filter 또는 Ceramic Filter를 설치하여, 물을 걸러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6. 빗물 이용: 많은 선교지에서 우기가 되면, 빗물이 오염물질과 섞여 식수로 들어가 콜레라, 이질 등의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건기가 되면, 먹을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빗물 이용 

시설 설치로 우기 때에 빗물을 모아, 건기가 되어도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7. 수질 검사: 수질 검사를 통하여 오염원을 분석하고, 그에 합당한 처리를 합니다.   

8. 염소 소독: 보통 식탁에서 사용하는 소금으로 선교지에서 염소를 만들어 물에 있는 병균을 죽입니다.   

9. 지하 탐사: 땅 속에 지하수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 등을 탐사합니다.  

물 한 그릇 선교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입니다. 물 한 그릇 선교회는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여 미전도 종족의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 일수록, 더러운 물을 식수로 사용하거나 아예 물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그릇 선교회는 미전도 종족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할 때에, 영생하는 생수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 한 그릇 선교회 (A Cup 

of Water International, Inc.)가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깨끗한 식수 공급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물 한 그릇 선교회  권종승 선교사 올림 

Address: A Cup of Water International, Inc.   

P. O. Box. 9809. Kansas City, MO 64134  U.S.A.  

Tel: 267-242-1798, www.givetodrink.org, Email: biblicalhot@gmail.com 

Mission Orgs Ministry Report– ACWMI  권종승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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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예장보수합동국제총회 선교부장 & GMI 총무 양태철 목사 (danieltaiyang@gmail.com) 

 

 

1. GMI 개요 

2. GMI 신학  

3. GMI 현황 

 

 

1. GMI 개요 

 

GMI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은혜 국제선교회) 선교회는 1982년 5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풀러턴 시에서 3가정으로 교회를 개척했었던 김광신 목사에 의하여 1999년 1월에 초교파 선교회로 

시작되었다 (2004년 9월에 2대 담임목사로 한기홍 목사가 부임 및 사역 중이며, GMI 부총재로 섬기고 있다).  

GMI는 한국의 예수교장로회 보수합동 국제총회 (KPCIGA,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ternational 

General Assembly) 소속 (2008년)으로, 본부는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USA에 

위치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내).  

GMI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계 7:9)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게 함 (시 67:3, 계 7:9-12)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총회 소속 교회 (71개 교회 및 기관)의 성도들 및 GMI MTC (선교사 훈련원)의 훈련원생들을 

선교사로의 동원, 훈련, 파송, 후원 및 관리함을 그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기존에 파송된 GMI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을 후원 및 관리함과 함께, 선교지 신학교 운영과 선교 및 선교지 연구, 개발, 자료정리 및 초교파적 

협력사역을 함을 지향하고 있다. 

GMI는 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선교지를 6개 권역 (구소련 권, 아시아 권, 유럽 권, 아프리카 

권, 북미 권, 중남미 권)으로 나누며, 기독교 학교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통한 제자화 사역과, 제자화와 

토착화를 위한 교회개척 및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함을 중심 사역으로 한다. 

GMI의 중. 장기 사역의 비전 (Vision)은 ‘Vision 2030/1,000'으로서, 2030년까지 1,000명 선교사 파송과 관리를 

통한,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비전으로 하며, 동. 서양 및 제 3세계 선교의 가교 및 모델이 되는 것을, 또한 

사역의 비전으로 한다. 

이를 위한 GMI 선교전략으로, 제자화를 위한 기독교 학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와 신학교 및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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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원을 운영하며, 교회개척을 통한 토착화 (자립, 자치, 자전, 자신학화, 자선교학화)를 이룸을, 선교의 

전략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총체적 선교의 관점에서 직접 및 간접선교를 병행하며, 성육신적 선교와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의 정신으로, 구심적 선교 (Centripetal Mission)와 원심적 선교 (Centrifugal 

Mission)를 병행하는 양방향 선교를 , 총체적 선교 (Holistic Mission)의 관점에서 병행함을 , GMI의 

선교전략으로 한다. 

 

 

 

 

 

 

 

 

 

 

 

GMI 본부건물 (은혜한인교회 내) <양태철 목사 촬영> 

 

 

2. GMI 신학 

 

한국의 장로교 가운데 합동 (보수합동) 국제총회 (2008년)에 소속된 GMI는 개혁 신학 노선을 따르는 복음주의 

선교신학을 견지 (堅持)하고 있다 (GMI의 모체가 되는 은혜한인교회는 1986년에 한국의 보수합동에 

가입하였다). 즉, 1517년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 (Martin Luther)와 함께 한, 존 칼빈 (John Calvin)의 개혁 신학 

(Reform Theology)의 노선을 따라 1648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Westminster)의 신앙 고백이 모든 족속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 하는 선교 신학을 따르고 있다. 

아울러 GMI는 1846년 영국에서 결성된 복음주의연맹 (Evangelical Alliance: EA)과 1951년에 결성된 

세계복음주의연맹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의 선교 신학 노선을 따르고 있는데, 대표적인 9가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음주의 동맹은 복음주의자들이 상호간에 동의하는 주요한 요점들을 간략히 정 리한 교리적 기초에 의해 세워진, 

자발적, 초교파적인 조직체이다. 이 동맹의 기초 적 공약은 오늘날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중심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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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서의 신적 영감과 권위와 충분성 

2. 성서 해석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의 권리 및 자유 

3.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각 위의 존재 

4. 타락으로 인한 인간 본성의 전적인 부패 

5.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인류의 죄를 위한 그의 속죄, 그리고 그의 중재적 중보 와 통치 

6. 오직 믿음에 의한 죄인의 칭의 

7. 죄인의 회심과 성화에서의 성령의 역사 

8. 영혼의 불멸, 몸의 부활,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심판이 따르는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심판 

9. 기독교 사역의 신적 임명, 그리고 침례 의식과 성찬식의 의무와 영속성 

 

또한, GMI는 1974년 스위스 로잔 (Lausanne)에서 열렸던, 세계복음주의 선교대회에서 채택한 로잔 언약 (the 

Lausanne Covenant)을, 복음주의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GMI의 선교신학은 성경적 선교신학과 현대 선교신학 가운데, 복음주의 (evangelical) 선교신학을 

받아들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행 1:8) 감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ev. Kim,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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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MI 선교현황 

 

GMI는 모체가 되는 은혜한인교회를 포함 한 71개 교회와 기관이 함께 연합하여, 75개국에서 사역하는 

540명의 선교사 (파송율 60%)를 섬기고 있으며, 제자화와 교회개척 및 토착화를 위한 신학교 18곳 (14개 국 

내)과 초교파 선교사 훈련원 (한국) 및 크리스챤 지도자 육성을 위한 크리스챤 학교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2곳 (러시아 세인트 피터스버그 & 우크라이나 키예브)을 세워 섬기고 있다. 이 중, 

은혜한인교회는 59개국에 307명의 선교사 (파송율 80%)와 17곳의 신학교 (14개 국 내)와 한국의 GMI 선교사 

훈련원 및 상기 2곳의 크리스챤 학교를 섬기고 있다. GMI는 상기 제자화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개척 사역과 

간접사역들을 병행하고 있다. 

참고로 GMI 선교지 신학교에 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5개 국, GMI선교지내의 GMI 

신학교로는 18곳 (14개 국)이 되는데,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정규 신학대학과 대학원, 더 

나아가서 박사과정까지의 신학교 6곳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3)에 있는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비롯하여, 미국의 GMU (Grace Mission University, 은혜선교대학)를 들 수 있는데, GMU는 

박사과정까지 있다 (미국 연방정부에 등록 됨). 둘째는 선교지 목회자 연장교육을 위한 신학교 6곳이 되는데, 

이는 대만, 케냐, 베네주엘라, 페루, 아르헨티나 (2)가 된다. 기존의 목회를 하고 있는 관계로, 1년에 6번 (매 

6주마다, 2주간의 공동체 교육과 훈련)씩 2년 간, 12번의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된다. 마지막 셋째는 평신도 

지도자와 더 나아가 목회자 재교육 및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로 6곳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키르키즈스탄, 

캄보디아, 인도, 터키, 이스라엘, 쿠바의 신학교가 된다. 키르키즈스탄 신학교는 2년 과정 (12회 모임)이 되며, 

이스라엘 신학교도 2년 과정 (8회 모임)이 되나, 나머지 캄보디아, 인도, 터키, 쿠바 신학교는 9개월 합숙 

교육과 훈련과정이 된다. 

일예로, 1992년 3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모스크바 GMI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제자화 및 교회 개척사역을 

중심으로, 구소련내의 선교는 날로 확장(擴張)이 되었는데, 2003년 3월에 5년제 신학대학 (3년) 및 대학원 

(2년)으로 승격 (昇格) 되었다 (러시아의 대학 과정은 3년). 1학년은 8개월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신학 및 

영성훈련을 받은 후, 3개월간의 전도 훈련 및 사역 (전도특공대)을 한 후, 1개월간의 방학으로 이루어진다. 

2학년과 3학년은 매 년 1개월 씩, 출석수업 및 훈련 (신학교에서)을 받게 되며, 나머지는 통신으로 공부 및 

숙제 제출과 시험을 치루게 된다. 

러시아 모스크바 GMI 신학교 (구소련 전체 복음화를 위한 센타 신학교)는 1992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기-27기까지, 2,762명이 입학하여, 그 중 2,291명이 졸업 (1-24기, 입학 2,609명 중, 졸업율 87.8% & 재학생 

25기부터 27기는 153명)하여, 그들을 통하여 구소련 전역에 2,000여 교회가 개척되었으며, 현재는 1,200여 

교회가 계속해서 구소련 전역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2004년 9월에 미국 은혜한인교회를 은퇴한 김광신 원로 목사는 남은 삶의 사역을 한국의 세계 선교와 

북한 선교에 이바지하길 원함으로, 한국에 서울 은혜교회를 설립한 후, 2007년부터 GMI 초교파 선교사 훈련원 

(한국선교와 북한선교를 돕기 위하여)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어서,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 연천에 완성된 

건물 (대지 2,200 평; 4층 건물, 3층 건물, 주차장 등)에서 계속적으로 초교파 선교사 훈련원 사역을 강영철 

(희영) 목사 부부가 선교사 훈련원 초대원장으로서 10년째 사역 (1기부터 9기)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의 선교사 훈련원은 2007년 4월 2일부터 태릉의 천보산 기도원에서 제1기생 51명, 1년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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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으며, 8기생까지 180명이 입학하여, 148명이 졸업 (졸업율: 82%)하였으며, 그 중 132명 (졸업생 중 

파송율: 89%)이 GMI 선교사로 24개국에 파송되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기존 GMI 75개국 선교지 대부분에 

위치함). 3기생부터는 한국에서 5개월 (4기생부터는 4개월)을 훈련받은 후, 미국에서 3개월 훈련을 받고 있다. 

현재 9기생 13명은 지난 3월6일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으며, 미국훈련은 7월5일 도착부터 시작되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gmimtc.com이 되며, 훈련원장인 강영철 목사의 e-mail 주소는 yc1239kang@hanmail.net이 

되며, 선교사 훈련원 주소는 <한국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462-3>이 된다 (2017년9월24일 수료 예정). 

GMI 부총재이자, GMI의 모체인 은혜한인교회의 2대 담임목사인 한기홍 목사는 김광신 원로목사의 선교를 

이어받으며, 미전도종족 지역에 7,000곳의 센타교회를 세우는 비전으로, 목회와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2016년11월24일 (추수감사절) 밤, 한국 용인에 위치한 온누리교회의 “Acts 29 Vision Village" (고 

하용조 목사 기념 ,  비전마을 단지 )에 있었다.  KWMA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주최한 ”2016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 초청되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의 

세계선교에의 공로를 감사하는 감사패를, 김광신 원로목사를 대신하여 받게 되었다. 바울 선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가 모체)의 이동휘 원로목사와 온누리 교회의 고 하용조 목사, 이렇게 세 분이 전 세계 약 61,000여 

한인교회들 (한국 55,000여 교회 & 해외 6,000여 교회)을 대표하여 받게 되었다. 

스위스의 조직 신학자이자 선교학자인 하인리히 에밀 부르너 (Heinrich Emil Brunner, 1889-1966)의 “불꽃은 

타오르기 위하여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고백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과 삶이 되고, 교회들의 사역이 되길 기도한다. KIMNET이 그 불을 붙이는 귀한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또한, GMI가 주님오시는 그 날까지,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제자화와 교회개척 및 토착화를 위하여, 온전한 성결과 전적인 헌신으로, 세계선교를 잘 감당하길, 

간절 (懇切)히 기도한다. 

 

 

 

 

Mission Orgs Ministry Report– GMI   양태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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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T (child focused community transformation) 
 

정승호 목사: KAFHI(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Executive Director  

 

A. 4가지 windows와 우리의 Vision 

    1) 영적, 경제적으로 모두 부요한 나라, 공동체 

    2) 영적으로 부요하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 공동체 

    3) 영적으로 가난하나 경제적으로 부요한 나라, 공동체 

    4) 영적, 경제적으로 모두 가난한 나라, 공동체 

 

Food for the Hungry(국제기아대책기구)는 영적, 육체적으로 모두 굶주린 지역과 나라에 촛점을 맞추어 사역

합니다. 

 

Vision 

     God called and we responded until physical and spiritual hungers ended worldwide. 

Core components 

      1. Our foundation is God 

      2. Our ultimate focus is the most vulnerable people in the world 

      3. Our work is relational 

      4. Our understanding of poverty is wholistic 

      5. Our approach is to examine all aspects of our lives and seek to align them to God 

Values 

      1. Christ-Centered 

      2. Wholistic 

      3. Stewardship 

      4. Grace 

      5. Excellence 

      6. Servant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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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od for the Hungry 의 역사 

현재: 44년 간 30개국 이상에서 200명 넘는 기아봉사단(Hunger Corps, 전문인선교사)  

들이 지구촌 영적 육체적으로 가장 빈곤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시작: Dr. Larry Ward 

        1971, From one man to a global mission/ (시편 146:7) 

        1971, 방글라데시, 전략적 타겟(영적, 육체적 빈곤 중첩지역) 

        1978, 어린이개발프로그램 시작 

        1981, 일본국제기아대책기구 

        1989,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일본기아대책의 지원으로 설립) 

        1996, KAFHI(한미기아대책) 양춘길 목사님 

        2002, KAFHI(미주기아대책) 설립이사장 이원상 목사님,  회장 이순근 목사님 

        2010, 한국기아대책의 독립 

        2010, KAFHI는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로 한글이름 변경 

        2015, KAFHI 11개국 12센터에 선교사 파송하고 2000명 넘는 아동을 CFCT로 지원 중 

 

C. Child Focused Community Transformation(CFCT, 어린이중심공동체개발 프로그램) 

- FH의 핵심사역 

C-1 동기, 1) 10/40 window 안에 4/14 window 

               2) 빈곤국가의 70%이상이 아동 

               3) 세계아동의 현황 

               4) 영적인 수용성, 변화 가능성 

 

C-2 운영과 mission 

               To walk with churches, leaders and families in overcoming all forms of human poverty by living 

in healthy relationship with God and His creation. 

 

 

Mission Orgs Ministry Report– KAFHI  정승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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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CFCT의 성경적 가치; 누가복음 2:52 

1) 영적 건강  

2) 육체적 건강  

3) 사회적 건강  

4) 정신적 건강 

 

 

 

 

 

 

 

 

 

D. FHI(국제기아대책기구)의 선교적 위치 요약 

 Identity; Missional NGO, NPO 

 Definition; 하나님 나라의 기구 

 Mission Field ; 영적 육체적 빈곤이 중첩되는 지역 공동체  

 Focus People; the most vulnerable, children 

 Strategy; Child Focused Community Transformation 

 

E. 미주한인교회와 협력사역 

 퍼스펙티브스 선교훈련 한국어 공인과정 

 단기선교 퍼스펙티브스 훈련 

 한인교단 선교훈련 위탁교육 

 FH 나눔주일, 기아체험 24시간 

 CFCT 어린이 결연  

 선교사 파송(Hunger Corps) 

 긴급구호모금 및 파송(재해, 재난, 전쟁 난민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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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ext 
Rev. Ray Park Journey of Faith (Lead Pastor) 

 

I. Introduction 

A. What is KoNext? 

1. Connecting the multi-generational Korean American community for the glory of God 

2. 지상명령 Matthew 28:18-20 

 

B. Who is KoNext? 

1. It is a project based organization founded and funded by SBC Korean Council pastors and 

churches 

2. KoNext board members 

 

 

II. Body 

A. REALITY of the English Ministry (영어목회의 현실) 

 

1. What’s been going on with EM in last 20 years? (지난 20년간의 영어목회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2. Who is EM for (영어목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3. Where are the EM people (영어 목회의 대상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4. Where are all the good EM pastors (영어 목회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B. REASONS why EM is so difficult (영어목회가 어려운 이유) 

 

1. We can’t find EM pastor (영어 목회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 We cannot afford EM pastor (영어 목회자를 모셔오기에 제정적으로 부족합니다).  

 

 

3. EM pastors don’t stay too long (영어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Mission Orgs Ministry Report– KoNext  Ray Park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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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THINK the Possibilities for EM 

1. EM=C
2
  

a. EM is a church for Korean Americans 

 

b. EM is a church for All Nations 

 

2. EM as a church plant not a department 

a. There are various models of English Ministries 

 

b. Partnership: KM + EM + Denomination + EM… 

 

D. RESOURCE  

1. Denominational support  

2. Local church support 

3. Other English Ministries  

 

III. Projects 

A. KoNext Conference  

B. Symposium  

C. Korean American Seminary students scholarship 

D. Youth/EM pastors mentorship 

E. Youth Student Leadership Conference  

F. Next Generation research/resource center 

 

 



I n t e r n a t i o n a l  P r a y e r  C o n f e r e n c e  f o r  A l l  N a t i o n s  

제 1 0 회 K IMN ET 열방을 향한 선교전략과 기도 성회  

 80 
 

 

새로운 시대 새로운사역, 새로운 선교사 

세계 선교동향(Missions Trends and Issues) 
장세균 선교사(SEED 사무총장)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 참으로 아름다운 날씨이다. 여행하는 수 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분주하다. 언어도, 

옷차림도, 피부색깔도, 얼굴모양도, 활동하는 모습도  다양한 문화의 세계가 한 장소에 모여 있다.  Glocal 시대이다. 

세계와 지역이 한자리에 있다. 어느 누군가 말한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 속도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의 시대, 

70억이 넘는 인구 그리고 그들의 이동, 부와 가난의 격차, 그리고 날로 더해 가는 자연재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를 비롯한 내적인 변화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Patrick Dixon 은 선교 trends를 FUTURES, 즉 Fast, Urban, Tribal, Universal, Radical, Ethical, Spiritual로 

그렸다. 기술 혁명으로 마치 세상은 비바체(Vivace)를 넘어 프레스토와 프레티시모의 속도로 달린다. “삶의속도는 

빠르고 분주한 시대”(Life is fast paced, highly schedules”)이다. ‘One click away’마을에 살고 있다. 모두가 

연결되어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한다. 도시화이다. 이주하는 사람이 많다. 종교적으로, 내전으로, 

더 좋은 삶을 위하여 이주한다. 20세기의 선교는 “10/40 windows”지역에 집중하였지만 21세기에는 도시 거주자들에게 

집중하여야 한다. 이유는 대부분이 오지에서 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이다. 100만이 넘는 도시의 수가 500여개가 된다. 

1,000만이 넘는 메가시티도 28개가 된다. 

U.N. 통계에 의하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54% 이다. 이주와 함께 도시화의 현상은 대도시에 

다민족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군락을 이루듯이 말이다. 사회학에서 이민사회를 melting pot 이라고 

했지만 샐러드와 같다고 생각한다. 고유의 맛들이 합해서 환상의 맛을 만들어 내듯이 각 민족 문화의 다양성이 혼재되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아름답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이다. 포스트모던시대이다. 데이비드 도커리의 말대로 “19, 20 세기의 근대사고는 사멸하고 21세기 새로운 

탈근대시대 즉 포스트모던 시대이다.” 진리의 상대성이다. 기독교의 절대성이 도전을 받는다. 성경의 계시와 영감을 

거부한다. 진리에 대한 다원성이다. 복음에 배타적이다. 기독교와 초자연적 범신론들과의 브랜딩을 하는 시대이다. 

세속화와 종교적 상업화로 인하여 종교혼합주의가 나타난다. 새로운 종교운동(New Religion Movement)이 범람하는 

시대가 된다. Religionquake 시대라고 한다.  종교퓨전시대이다. 이시대는 기독교의 위기이며, 선교의 위기시대이다. 

그러나 위기는 교회로 하여금 기회와 도전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성 과업완수를 위한 교회개척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교통계학의 발전으로 미전도종족 지도가 완성이 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전달된다. 

최근 미전도 미접촉 종족(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 UUP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경제의 

발전과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지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없었던 지역에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있다. 히말라야 산맥을 

횡단하는 철도건설로 네팔 및 티벳으로 연결된다. 복음의 하이웨이가 건설되고 있다. 마치 로마시대에 건설된 도로가 

복음확산에 이바지한 것 같다. 복음의 하이웨이를 통하여 UUPG 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 막힌 공간이 

문화적으로 소통이 가능케 된다. 선교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변치 않는 복음을 문화에 옷을 입혀서 전하는 

행위가 선교이기 때문이다. 막힌 공간이 소통케 되므로 복음을 상황화하여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게 

된다. 세계화가 주는 또 다른 축복은 교통수단의 발전이다. 그러므로 단기선교가 급증하고 있다. 경험없이는 새로운 

Network Ministry Report– 교회선교교육/활성화  장세균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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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을 하려들지 않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신 축복이다. 단기선교를 통하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할 때 장기를 

위한 단기선교가 가능케 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선교는 늘 장기선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선교와 단기선교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치 기차가 두 선로로 달리는 것과 같다. 최근 교회가 직접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 

선교단체나 선교사와 협력하지 않고 ‘직거래 선교’를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물론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셔서 

선교하신다. 그러나 선교는 전문성을 가진 사역이다. 그러므로 전문성을 가진 선교기관들과 선교사들을 세우셨다. 

효과적인 선교구조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선교적 퍼스펙티브(a missiological per-

spectives)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는 협력과 동역의 관계이다. 기독교회가 선교하듯이 

이슬람, 불교, 힌두교에서도 공격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다. 불교에서도 제자훈련을 하고 있으며, 이슬람에서도 

주일학교를 하며 젊은이 사역을 한다. 오일머니와 공격적인 포교로 인하여 이슬람의 급성장하고 있다. 서구 교회들이 

세속화되면서 교세가 약세로 되는 반면에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다. 비서구 교회의 성장으로 

선교중심이 비서구교회 선교의 시대로 바뀌었다. 이제는 서구교회가 선교지가 되었다. 이에 미셔널처치가 시작이 되어 

이멀징 교회 시대가 되었다. 선교적 즉 미셔널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모든 성도는 선교사이며 성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었다. 이민과 다민족들이 유입되어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이 다문화사회가 되었기에 선교지가 

되었다. 최근 다민족선교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인 서구 국가에서는 밀려오는 이민자와 난민들의 

유입으로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난민의 유입은 이 시대 교회에게 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기회이다. 

동시에 약해진 서구교회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한다. 사역의 기회라고 함은 세계선교의 현장이 삶의 

터전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교회의 위기라 함은 세속화된 소위 기독교국가에서 다른 종교의 이민자들이 오히려 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기 떄문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나라에서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된다.  

 다가오는 시대는 교회와 선교에 대한 박해가 점차 심해질 것이다. 선교환경의 변화이다. 비자를 얻기가 

힘들어진다. 세금 등으로 선교사들의 사역이 점차 힘들어져가는 환경이다. 종교적인 박해가 더 심화될 것이다. 선교사 

파송이 힘들어진다. 헌신자의 수가 극감하고 있다. 골든 트라이엥글의 개념이 약화되고 있다. 단기선교 및 다민족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들이 증가하면서 장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에는 약화되고 있다. 선교지 개념의 변화와 

전략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청이 된다. 협력의 시대이며 넥워킹의 시대이다.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선교가 절실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의 시대이다. 

 

 

새로운 사역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새대들에게는 새로운 사역들이 요구된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선교사역들이 변하여야 

한다. 선교사역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경제, 정치, 사회와 종교적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시대마다 선교의 트랜드와 이슈는 늘 변하여 왔다.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그로벌 선교는 “from everywhere to every-

where”이다. 그러면서 로칼이 강조된다. 우리 한국도 불과 수년전 피선교지였지만 이제는 당당한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가가 되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한 선교사역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통신 기술을 이용한 사역의 발전이다. 특별히 인터넷의 

세계화를 통하여  one mouse click으로 성경공부 및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 이미 여러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어 사역에 이용되고 있다. 성경이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이용되고 있으며 

선교지에서도 많이  보편화되고 있다. 오지에서 사역하면서도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신학교육과 성경교육을 가능케 

한다. 온누리교회 CGN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TWR 등의 선교기구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을 막힌 

지역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세러라이트 티비를 통한 선교, DVD 영화, skype등을 통한 일대일 교육, 웹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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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전도프로그렘, 이메일로 신학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선교사들의 삶도 많이 

향상되었다. 오지에서 솔라에너지, 물 정수기, 전화, 정글에서 네비게이션, cd를 통한 언어훈련, 인터넷으로 MK 학교, 

전세계 도서관과 인터넷 연결, 비행기를 통한 여행 및 방문자들의 선교지 방문 등은 선교사들의 삶 뿐만이 아니라 

사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신학교육을 담당하는 신학자와 

은퇴목회자들의 사역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크리스챤 비지니스 코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들을 flying 

missionary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기선교를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또한 선교사들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선교사 

헌신자들이 극감하는 시대에 현지인 선교사들을 개발하는 사역이 많은 선교단체에서 개발되고 실시되고 있다. 우리 

SEED 선교회에서도 현장에서 훈련된 현지 사역자들이 파송받아 사역하는 현지 선교사들이 여러 가정 있다. SEED 

Blessing Network 사역은 이러한 사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사역이다. 시대적인 변화가 선교사역이 개척자적인 

사역에서 파트너 사역으로 발전케 하며 현지 지도자들에게 사역을 이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선교에 큰 역할을 한 4-5대를 섬긴 미국 선교사님 가족들과 같이 대를 이어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사역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지만 선교사는 스페어타이어 같이 일정기간 특별한 사역으로 현지 지도자를 

훈련하여 세우는 사역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아직도 선교지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훈련, 청소년 사역, 선교사 훈련, 

고등교육을 감당해야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다. 선교 사역은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사역들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선교사 

세상이 변하고 시대에 요청되는 사역들이 변하면서 새로운 선교사들을 요구한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선교사들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 새시대, 새로운 사역 가운데 새로운 전략을 통하여 불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시대를 잘 읽어야 한다. 급변하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사는 통합적인 사고를 가진 선교사이다. 또한 선교사는 성경과 복음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사역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현지 문화에 정통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 팀으로 함께 일하는 능력과 대화의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님과 같이 겸손과 순종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오지에도 살고 있지만 대도시의 빌딩의 정글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와 가치에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훈련과 재훈련이 요구된다. 과거의 성공한 

사역이라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화하고 사역이 변화할지라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있는 선교사들을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기 위하여 선교사들은 

격변하는 세상속으로 “변치 않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은 남은 과업 완수를 위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한다. 결승점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책임을 다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Network Ministry Report– 교회선교교육/활성화  장세균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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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선교 

이종문목사(JSTV 대표)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 

천국 복음을 온천하에 전하여 만민을 구원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상 명령을 앞장 선 사역이 미디아 선교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니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는 것은 백성들이 말씀이나 복음에 청종하지 않으라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제자가 생겨나도록 

폭발적인 영풍이 일어난 것은 보혜사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었다. 

 

육신적 사역과 영적인 사역 

육신적 사역에서 영적 사역으로 급변의 역사는 전략과 전투 자체가 큰 변화를 가져왔으니 성령의 하신 일이 시간과 

공관을 초월한 영적 세계를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영혼들에게 보혜사를 마음에 

내주 시켜서 영적 다스림이 혼적 다스림으로 혼적 다스림이 육적 다스림으로 옮겨 가는 동안에 엄청난 복음 전파의 

기세가 강하여 졌었으니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생명의 말씀과 보혜사의 동역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골방에 모여 앉아 안절 부절하던 연약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부터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음은 흑암과 혼돈에 빠저있는 세상을 정복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니 그 권세와 

권능은 순종하고자하는 무리들을 보혜사가 도와 주시고 위로하시며 안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를 증거하기 

까지 보살펴 주심으로 신바람 나는 사역으로 변해 갔다. 

예수님의 사역과 보혜사의 사역이 판이하게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을 초월하여 일 

하는 영이신 보혜사의 사역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제자들을 이끌고 동네 방네를 다니며 복음 전할 때와 보혜사 성령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광야에서 다메섹 거리에서 바람처럼 나타나서 보냄을 받은자를 통하여 각종 성령의 은사로 기적과  

Network Ministry Report– 미디어 선교  이종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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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표적으로 임재로 만나주시니 그 역사는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증거되시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와 사자들을 함께 

증거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 역사는 폭발적이었다.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동안 전심 전력으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오순절날이 되매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 강림의 역사나 미디아가  전파를 통하여 나타남이나 상항이 같아서 시공을 초월하여 

라디오나 케이불이나 위성의 전파를 타고 복음이 시간과 공간인 국경을 넘어서 전세계에 순식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각 

집으로 사무실 로 직장으로 호텔로 병원으로 제한이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찾아가서 복음을 외치고 성령이 현장 에 

나타나서 각종 은사로 활동을 하시니 구원의 역사가 창대 하게 일어나니 특별히 미디아를 통하여 선교와 전도 활동의 

마지막 날에는 더욱 창대 하게 전파하고 계신다. 

 

미디아 선교의 대단한 효과 

빌리 그래햄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약 100,000명의 관중이 모여서 대단한 성회가 은혜 넘쳤답니다 그날 중계 

방송으로 시청자가 13억이나 되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시청자 중에 다 혜아릴 수가 없었다고 보도됬습니다. 이제 

세상도 4차원 산업혁명이 도래했다고 하면서 부산이라는 도시도 유비쿼더스 도시를 건축하는데 모든 건물마다 IT Sys-

tem으로 현대화 시켜서 그 프로젝트를 세계로 수출을 한다고 시청의 포럼에서 들었습니다. 유비쿼더스란 말이 무소부재 

즉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지요. 

스마트폰 하나로 백층이 넘는 건물을 콘트롤 할수 있어서 만사가 그렇게 편리하다고 하네요. 

 

모든 주님의 일은 주님이 예비하신다 

이 시대를 맞추어서 하나님은 미디아 선교의 길을 다양하게 열어가고 계십니다. 

1978년에 영적 환상으로 TV방송을 계시하시고 1987년에 나를 Toronto 로 인도하여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듬해부터 

캐나다 크리스천 방송국 100 Huntley St, 과 제휴하여 WTVE 세계복음화방송을 시작하게 하시고 5년후에는 캐나다 

전역에 방송망을 넓혀주시고 2001년에는 Los Angeles에 Satellite 로 JSTV 방송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방송망이 매일 

24시간 미국, 캐나다, 중미 전역을 방송하게 하시고 2006년부터는 한국에 지사를 열어 Internet Smart Phone, CMTV 로 

전국에 1,800만 가족을 찾아 갈수있는 방송 사역을 허락해 주셨으니 모든 사역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Network Ministry Report– 미디어 선교  이종문 목사 

https://maps.google.com/?q=100+Huntley+St&entry=gmail&sourc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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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을 위하여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 

특별히 요즈음 나라와 민족이 가장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서 기도가 절로 나올수 밖에 없는 이때 백성들은 마음 둘바를 

모르는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까지 왔는데 미디아가 해야 할 사명을 절실히  느끼는 바이다. 백성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알려서 삶의 방향과 나아갈 길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안심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와 사회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나 세상의 미디아는 Fake News 를 통하여 신뢰성을 잃어버린지 오래다. 성경은 진리이니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을 기도로 받아서 영혼들을 이끌어 가는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텐데 주님도 오실 날이 

가까워서  바쁘실테니 어지간히 기도해야 세미한 음성이라도 들어 포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권세있는 말씀으로 

멧세지를 선포하여 추수를 준비하는 사자들이 되어야 할것이라. 

"알곡과 죽정이를 추수 할텐데 교회와 성도가 먼저 추수되어 알곡은 천국 창고로 죽정이는 불에 살라버리겠다고 하셨고 

또 다음에는 죄많은 세상 사람들은 포도송이로 비유하여 그들을 베어서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넣고 

성밖에서 발로 밟으니 피가 흘러 말발굽까지 오르고  1600 스타디온으로 퍼졌더라." 했으니 참으로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미디아 선교 를 맡기시고 일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께 밀착되어야 하겠다. 

 

방송이 확실하게 쌍방향으로 바뀌어간다 

이제 모든 방송은 모든 좋은 프로그램을 잘 편성해놓고 와서 시청하라고 하는 시대는 끝이 났고 방송이 개인의 욕구를 

채워주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를 찾아가는 시대가 열렸으므로 쌍방향 방송 이 되어야하니 개인 방송이 YOU TUBE 

같은 방법으로 본격화 하고 있다. 이제 집이나 사무실이나 호텔에서 시청하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만나는 그래서 전문화된 방송 프로그램화 되어가고 있다, 

더군다나 음성 인식이 열려지면서 더욱 편리하게 시청할수 있어서 미디어 전파나 시청자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은 

거기에 따르는 방송 장비까지 아주 다양하게 개발되어서 누구나 쉽게 방송을 시도할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니 곧 

사차원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던 삼차원의 세계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사차원의 즉 영의 세계를 보혜사 가 인도해 가듯이 복음 

사역도 목회나 전도나 선교를 몸으로 때우던 시대를 넘어 전파를 통하여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케하는 것이 미디어선교다.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 사탄이 항상 방송이 앞서간다 천국복음 전파하는 우리가 그 권세와 권능을 빼앗겨서는 안되며 

시설이나 장비나 인재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들보다 앞서 가도록 다 참여하자. 

Network Ministry Report– 미디어 선교  이종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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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회에서의 제자양성 

David Kim (UBF-Indianapolis) 

요절말씀: 마태복음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양성에 관한 저의 워크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자 

양성에 관한에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각자의 교회에서 

제자 양성을 이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자를 많이 양성하신 Washing-

ton UBF의 Jacob Lee 선교사님이  이 발표에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KIMNET  

준비위원회에서는 제가 제자 양성을 잘 해서가 아니라, KIMNET 과 UBF 의 연결 

코디네이터라는 이유로 이 십자가를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발표 

후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의견과 경험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하셨든지 아니면 선교기관에 속하셨든지 간에 상관없이 몇가지 

파트로 나눠 제자양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제자 양성을 해야 하는가; 둘째, 내가 속한 지역 교회 내에서 어떻게 제자 양성을 이룰 수 있는가; 셋째, 미래의 

제자 양성에 관한 도전과 제안들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 1장;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제자 양성을 해야 하는가? 

제 아버지께서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는 한국에 가서 목사님 한 분과 아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께 회개의 

메세지를 전하였고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다. 그 후 6개월 후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UBF 의 창립자이신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께서 시카고의 한 병원의 응급실에 계실 때, 저는 그의 아내 되시는 이 그레이스 선교사님과 함께 중환자실에서 

곁을 지키며 하늘 나라에 가시는 것을 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께서는 병상에서 제게 마지막 말씀 

남기시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분의 영적 유산을 기억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자비량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 일대일 성경 공부를 

통한 캠퍼스 개척; 가정 교회를 통한 말구유 역사, 제자 양성, 일용할 양식과 소감 쓰기; 오병이어의 주는 정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저는 지금까지도 그의 음성과 정신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적 유산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우리 곁을 떠날 때, 그의 마지막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소중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8-20)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에 바탕을 두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더 많은 제자를 세우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일한 권세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하라는 마지막 유언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새로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과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로 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Network Ministry Report– 캠퍼스사역 네트웍  김다윗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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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유대인들에게만 보냈지만, 지금은 그 사명이 전 세계에까지 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지가 이웃집이든, 

직장이든, 근처의 캠퍼스이든, 다른 나라든지 간에,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 뿐 아니요 주로 부르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할 명령입니다.  

지난 3년간 북미 UBF  스탶 멤버들이 제자 양성이라는 주제로 시키고 본부에서 

지도자 워크샵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저는 Dr. Bill Hull 의 저서인 “The 

complete book of discipleship” 과 다른 몇 권의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소개에서  Dietrich Bonheoffer 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제자 양성이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와 같다” “Christianity without discipleship is always Chris-

tianity without Christ.” 네! 제자 양성이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주 되심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좋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영접하고, 그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식적인 의미에서 모두가 복음전도자나 제자 양성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지상명령을 완수하기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영적선물 (spiritual gifts)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2장: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가?  

이 발표에서, 저는 신학적인 방법들, 즉 성경적 제자양성의 기초, 또는 제자양성의 기원…등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날 

성장한 사역이나, 대형교회들의 제자양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의 많은 지역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우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제 자신의30년 이상의 제자양성의 경험과 주관적인 의견을 토대로 어떻게 지역교회에서 제자양성을 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부분에  촛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의 발표 중에 이견이 있다 할 찌라도 끝까지 인내로 들어 주시고, 질의 

응답 시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준비한 몇가지 사항을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유익한 점이 있으면 함께 공유 했으면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함으로써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KIMNET 컨퍼런스를 위해 제자 

훈련에 관한 워크샵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옥한흠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워라" (Called To Awaken The Lai-

ty)” 라는 책을 다시 읽도록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많은 제자들을 세우셨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 교회 중 하나의 수석 목사님 

이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분을 많이 존경합니다.  

목사님은 교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옥한흠! 너는 제자를 양성하는데 잘하고 있어. 그러나 너는 진실로 나의 제자냐?” 목사님은 즉시 예수님 처럼 

살지않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과 성품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업적인 

마음으로 제자들의 숫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년 교회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목사님 자신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데 중점을 두셨습니다. 와우! 비록 내가 그 것을 원치 않거나  좋아하지 않아도, 저의 영적 스승인 

파울러스 차 선교사님은 제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지키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5년동안 신년 요절로 붙들었고, 나중에는 이 말씀이 저의 인생 

요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주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특히 

옥한흠 목사님의 책을 읽은 후로, 저는 저와 성경공부 하는 미국 대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기 전에, 항상 나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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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저는 매번 겸손히 저의 잘못된 자세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KINMET의 모든 회원들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제자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제자로 양성하고자 힘쓰시기를기도합니다.  

둘째, “전도가 없으면, 제자 후보도 없다.” “제자 후보가 없으면, 제자양성도 없다.” 

“제자 양성이 없으면, 영적지도자도 없다.”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주님 사역도 

없다.” "주님 사역이 없으면, 세계선교도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제 강의 중 이 부분을 제일 

싫어합니다. 소형 지역 교회를 섬기거나, 새롭고 낯선 캠퍼스를 개척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전도는 새로운 학생들과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공부로 관계성을 맺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선결 과정 입니다. 

제가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와 College of DuPage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저를 자주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David, 당신은 캠퍼스 학생들을 전도하여 일대일 성경공부로 연결하고 제자양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까?” 저는 빙그레 웃지만 저의 대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예!”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 중심, 사명 중심으로 살고자 힘썼을 때 하나님은 저를 인하대, 국민대, 서울대, Califor-

nia State University in Long Beach,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ollege of DuPage, Indiana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in 

Indianapolis 개척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삶의 스타일과 가치관과 철학에 있어서 의심없이 뼛속까지 진짜UBF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게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각 캠퍼스에서 제자요 성경선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몇 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계 캠퍼스 미션의 남는 자가 되어 충성되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제자들의 고조 할아버지 (great-great-grandpa)가 되었습니다. (2Ti 2:2) 사실 이곳 텍사스에 저의 이름을 중간이름으로 갖고 

있는 7개월된 외손자도 있습니다. 

제자양성의 여러 과정의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친히 젊은이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심을 깊이 영접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지역교회들이 단지 한 두 세명의 젊은이들을 섬기며 그들이 제자로 

성장하도록 바라는 것은 요행수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리더 각 분들이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느라 바쁘시지만, 각 분들이 좀 더 자주 캠퍼스나 거리에 나가 전도/심방 하시며 한 주에 적어도 다섯 명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과 다섯 팀의 1:1이나 그룹 성경공부를 꾸준히 감당하시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기도하며 

섬기며 영적인 본을 보여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귀납적 성경 공부, 멘토식으로 한 제자 한제자에게 마음을 드리는 일대일 제자 

양성방법이 가장 최선의 제자 양성 방법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UBF외에  Navigators, Intervarsity 그리고 Precept 

Ministry  International, 그리고Moody Church 에서 검증된 제자 양육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양성방법을 깊이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셋째, 제자 양성은 제자후보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의도적인 과정으로 멘토 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사명입니다. 

제자 양성은 단지 가정 교회에 젊은이들을 성경 공부에 초청하고 배운 것을  쓰고 발표하도록 돕고 주일예배에 인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싫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순종토록 돕는 의도적인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세례를 배풀라” 

“가르치라.” 

여기서 세례란 단지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과 세상에게 믿음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후보들이 하나님과 믿음의 지체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고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 고 명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예수님의 말씀 모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 

없이 순종하고 그에 따른 참된 기쁨과, 자유, 그리고 축복을 누리도록 가르쳐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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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리는 맘 좋은 삼촌이나 이모가 아니라 분명한 영적 멘토로 제자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 좋은 선택적인 복음(selective gospel)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full gospel) 을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필요해 

따라 말씀에 기초해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고 양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토록 도와야 합니다 (딤후 4:2).  또한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상담을 해야 합니다. 많은 지역교회들이 제자 양성에 실패하는 것은 영적인 

멘토의 자세로 제자들을 섬겨야 할 리더들이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조급하게 

양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문화를 강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 깊은 성경 공부를 통해 최고의 제자 양성가이신 예수님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제자 양성가로서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도록 투쟁하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며 모든 면에서 양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후보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바리새인들나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나 정치지도자나 자유주의자들의 제자로 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고 누리는 참된 제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넷째, 진정 21세기에 지역교회들이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수의 지역 교회들이 큰 

무리를 전도할 수 없지만 소수의 준비된 작은 지역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 양성에 있어 대형 교회들보다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배운 제자 양성 방법을 제 경험에 기초해서 여러분께 몇가지 제안 하려 합니다. 

 
제안 4: 여러분과 제자양성 동역자들, 제자후보들과 함께 제자양성에 관한 책을 몇 권이라도 읽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놀랍게도, 우리는 제자양성에 관해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서토론과 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영감을 더해 줄 것입니다. 데이빗 왓슨이 쓴 '제자도'나 UBF의 양마가 박사님이 쓰신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양성',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Dr. Bill Hull 의 저서인 “The complete book of discipleship” 

등등을 권합니다. 

제안 5 : 여러분의 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양성 교회들과 동역하며, 

서로의 지원을 통하여 제자들을 세워가십시오. 만약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교회가 없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와 동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우리의 자라나는 

제자들을 제자양성 컨퍼런스에 초청했습니다. 저는 6명의 학생들을 

시카고로 데려갔고, 그중 컬티스와 안젤리나는 그분들의 제자양성 

사역에 감동을 받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더욱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컬티스는 그가 거기서 배웠던 

“경건한 남성 서약”을 외우곤 합니다. “수동성을 거부한다, 책임을 

받아들인다, 용감하게 이끈다, 가장 큰 상급 , 즉 하나님께로 부터의 

상급을 기대한다.”  

제안 6 : 성장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보십시오. 그들이 4 

복음서의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 그들도 예수님을 좇아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배운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을 성경공부로 초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자립적인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나가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1:1 성경공부 관계성을 

맺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올여름 제자와 함께 전도도하고 그 제자가 성경선생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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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7: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가정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일 형제 자매 제자들이 

로맨틱한 감정 때문에 결혼한다면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가정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결혼한다면 그들은 예수님 중심, 복음사역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여러분 교회의 리더로 

만드는 대신,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세계선교 비전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위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로 세우십시오!    

어떻게 지역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제안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프리젠테이션 

이후에 여러분께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한 좋은 제안들을 나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신의 사역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담을 함께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체험하신 경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동역자들, 친구들, 킴넷 멤버들과 나눠 주신다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3장 : 제자양성을 위한 도전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동안, 우리는 젊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항상 도전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미국 문화와 

타협할 것인지, 성경에 기초한 예수님의 제자양성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였습니다. 한번은 시카고 위튼 대학에서 마스터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인 스캇 모류 박사 (Dr. Scott Moreau)가 저에게 이같이 말씀 했습니다. “한국문화와 미국문화가 

완전히 다르지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대화할 때 ,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의 제자양성 방식에 대해서 한국식이냐 미국식이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삶의 방식이나 문화나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같이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자를 만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젊은 미국학생들이나 2세들을 1:1로 멘토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나 중심의 생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는게 좋겠습니다. 미국사람과 한국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한국인 2세는, 종종 두 그룹 

간에 오해와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뿌리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멘토의 측면에서 제자후보들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겸손함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멘토로써 

우리는 우리 제자후보들에게 미리 선입견을 갖고 “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을 알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돕기 위해 정말 시간과 마음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문화적 문제가 아니라 세대차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든 사람들은 그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거나, 젊은 제자후보들의 일에 대해서 미리 추측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심사수고하고 우리의 제자양성역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었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을 잘 맺고 제자 양성을 잘 하셨는가를 늘 기억하므로 도전과 격려를 받고, 우리들의 지역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저의 UBF가 지난 55년 동안 제자양성에 

마음을 드렸을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제 

95개국 328 지부에  1,541명의 현직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은 

다양한 직종의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자립하고 ,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해서 현지 대학생 전도와 

제자양성 사역을 섬기고 계십니다.우리의 목적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모든 

나라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속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을 양성하여 땅 끝까지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의 세계 총재로 계신 

김아브라함 선교사님은 우리시대에 100,000명의 성경선생과 선교사를 양성하여 전세계 모든 도시와 캠퍼스를 복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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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기도제목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기도제목이 우리 각자가 제자양성할때 이루워 질것을 믿고 

인디아나폴리스에서 일대일성경공부를 통한 미국 현지 대학생 제자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교회에서 제자양성을 하고자 할때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양성을 

포기하면 안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양성을 하도록 지상선교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성하면, 한 명의 변화된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양성하여 전 세계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읍시다. 우리의 조그마한 지역교회가 예수님의 지상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어찌하든지 순종하도록 기도할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전에 온 세상을 복음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주실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텍사스 지역교회들과 북미 모든 교회들에서 예수님의 제자양성 

역사가 흥황히 일어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마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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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 선교사역   

이상진 장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들어가면서] 

 

이번 텍사스 주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KIMNET의 주관으로 열리는 열방을 향한 선교 전략과 기도성회의 

주제가 “차세대를 바로 세워 주자” 이며, 필자에게 주어진 워크샵의 제목이 “디아스포라 선교사역” 임으로 먼저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알아보고, 현재의 세계 디아스포라의 동향, 디아스포라 선교의 의미와 역사, 디아스포라 선교의 

유형과 전략 그리고 선교사역의 실례를 기술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차세대를 격려하고 

새로운 선교 리더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 디아스포라 선교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데 일익이 

되기를 소망한다. 

 

[디아스포라 의미] 

 

두산백과에 의하면, 디아스포라(Diaspora)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너머'를 뜻하는 '디아(dia)'와 '씨를 뿌리다'를 뜻하는 

스페로(spero)가 합성된 단어로, 이산(離散) 또는 파종(播種)을 의미한다. 본래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 또는 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어떤 사유로 고국을 떠났느냐에 따라서 ‘난민 디아스포라’ (정치적 박해, 민족학살, 전쟁), ‘교역 디아스포라’ (중국 

화교), ‘노동 디아스포라’ (인도 계약 노동자), ‘이민 디아스포라’ (한국의 이민자) 등으로도 구분할 수도 있다.   

 

[세계 이주 현황]   

 

오늘날 세계는 글로벌화 (Globalization)의 영향과 각종 교통 수단의 발달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과 교역이 활발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민족과 사람들의 이동과 왕래가 급상승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 아프리카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계속해서 북미와 유럽으로 이민자들이 몰려 오고 

있는 실정으로 민족의 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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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현황]   

2015년 유엔 경제사회국 인구부에서 발표한 ‘국제이민추세 : 2015년 수정판’ 보고서에서는 국제 이주민(이민자)을 

‘출생지가 아닌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2015년 이민자 수가 지난 2000년보다 41% 증가했으며,  2000년 

이민자 비율은 세계 인구의 2.8%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 3.3%로 늘어나, 난민 2천만을 포함하여 2억4천4백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민자의 반 이상은 아시아계이며, 이 중 최대 이민자 배출한 나라는 1천 6백만 명을 내보낸 

인도였으며, 다음으로는 멕시코, 러시아, 중국은 4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순이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나라는 미국이며, 2015년 현재 미국에는 약 4천 210만명의 이민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새 정부의 이민정책 변화]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민의 최우선 정책으로 인하여 이민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와 이민 커터가 당분간 저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 수정안은 현재 연간 100만명 이상인 합법 이민자수를 10년내 

50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전체 합법 이민의 64%를 차지하는 가족 이민을 대폭 줄이고, 

난민 쿼터를 5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십년 동안, 미국은 저숙련 이민 제도를 유지하며 저임금 이민자들에게 기록적인 숫자의 영주권을 부여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노동자들, 납세자들, 그리고 지역 자원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것은 우리 국민, 시민, 우리 

노동자들에게 공정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 가족들을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필요와 미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민 제도가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조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한 초창기 한인 디아스포라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밝은 미래와 질 좋은 교육을 위하여 

결단하고 정착한 사람들이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해 

미국행을 택했으며, 그 정착의 경로도 각양 각색으로 다양했다.   유학, 취업 이민, 각종 가족 초청, 지상사, 비지니스등의 

다양한 비자로 입국하여 정착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도전]   

 

1세기 전 만해도 선교의 문이 닫혀 있거나 제한적 접근 지역 혹은 나라로부터 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급변하는 세대에 조국을 떠나 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정착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특정한 선교지가 아니면 쉽게 만나기 어려운 다인종 

디아스포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현실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세기적인 이주  추세와 현상은 세계의 교회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와 선교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삼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과 도전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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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교 개념의 전환]  

 

이민자로써 현지 미국인들과 함께 살 뿐 아니라, 동시에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 다양한 문화권, 언어권, 종교권의 인종들과 삶을 통하여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주지역이 곧 선교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선교사의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세계 선교의 흐름은 과거의 특정 선교사를 특정 선교지로 보내는 선교 

(Sending Mission) 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으로 (From everyone to everywhere)가는 선교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금년이 마틴루터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만인 제사장의 삶을 주창한 개혁 정신을 

한층 발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하며, 내가 머무는 곳이 선교지이며,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도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사는 것,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는 이 삶의 터전이 곧 선교 현장 (Mission at the 

doorstep)이며, 그 삶 곧 일상은 곧 선교사의 사역(Mission in daily life)으로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디아스포라 선교의 재인식]  

 

디아스포라 선교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계획이며, 사람을 의도적으로 흩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재 인식 (행 17:26-27), 나그네 (이민자, 벧전 1:1)로서 성경 중심의 삶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선교적 교회 본질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식할 때, 디아스포라 선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할 것이다.   

    

 

[디아스포라 선교역사] 

 

[2004 파타야 포럼] 

 

디아스포라 선교가 세계선교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로쟌 선교분과위원회 (Lausanne Committee on 

World Evangelism LCWE) 가 주관한 2004 태국 파타야 포럼 (Pattaya Forum) 에서부터 이다.  당시 주제는 “우리 

자신들의 땅에 현존하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원하기” (Reaching and Mobilizing the Diaspora present 

in our own land) 였는데 3 가지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지금도 디아스포라 선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제자도 (Discipleship): 

같은 민족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교회와 기독교 교제 모임들에 적극 참여하여 제자로 성장하고 선교와 봉사를 위해 

무장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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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 (Mission):  총체적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위한 전략적 노력들에 참여한다. 그 대상들은 (1) 같은 

민족의 디아스포라들; (2) 그들의 고국에 있는 사람들; (3)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현지인들; 그리고 (4) 다른 지구촌 

백성들이다. 

 시민정신 (Citizenship):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적 복지 향상에 의미 있는 기여들을 하도록 

할 뿐 아니라, 그들의 고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위의 3가지 핵심은 성경에 기반을 둔 것으로 예레미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모르드개와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를 

포함한 구약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원조격 인물들 뿐 아니라, 사도행전 11:19-20과 17:24-28 즉, 신약에서의 초대 

교회의 디아스포라 상황들이라 하였다. 

 

 

[로잔 제3차 대회] 

그 후 로잔  디아스포라 전략회의  (2009년 마닐라), 로잔  디아스포라 교육자회의 (2009년서울) 를 통하여 성경적, 선교 

및 신학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완료 되었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로잔 제 3차 세계 복음화 대회 (2010년 10월16-25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디아스포라 선교”가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다루게 되었다. (본 필자도 미주 

KWMC를 대표하여 대회에 참석함) 

 

그 외에도 디아스포라 선교에 관한 관심이 외국에서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매년 증대하고 있다.  각종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및 포럼들이 많은 선교단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더 효율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선교  전략들을 

발굴하고 있다.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 분류] 

 

Diaspora Missions — Christians’ participation in God’s redemptive mission to evangelize their kinsmen on the move, 

and through them to reach out to natives in their homelands and beyond.  There are four types of diaspora missions:  

 

 1. 자민족 선교 (Internal mission – Mission to the Diaspora)   

 

 비 서구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 자민족 중심의 선교를 해 왔다.  즉 동일한 언어, 문화권의 

이주민들에게 먼저 전도,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교회 활동,예배와 제자훈련을 실시한다. 

 

 예)   한국인의  미주 이민 역사는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주를 시작하여,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민의 역사는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어지고 있다.  선교적 차원에서 본다면, 한인 기독교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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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에 집중하면서 타문화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구촌에 약 5,000여개의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있으며 그 중 4,000여개가 북미주에 있다. 

 

2. 역 선교 (Reverse Mission)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목회자 혹은 선교사 중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미미한 현실이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선교지가 될 수 있다.  미국인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으로 자처하지만,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더 이상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보기에 

많은 헛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국을 향한 이주민들, 

특히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더 일어나 과거에 받은 복음의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을 깨워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을 일으킬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언어 소통의 결핍과 문화 이해의 부족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언어와 문화 적응에 능숙한 우리들의 

차세대들이 일어나 미국 부흥의 도화선이 되기를 소망한다. 

 Missions through the Diaspora — diaspora Christians reaching out to their kinsmen through networks of 

friendship and kinship in host countries. 

 

3. 다민족 선교 (Multi Ethnic Mission)   

 

 미국에 온 다민족은 세계의 모든 민족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All the world is here)   물론 

각 지역이나 도시의 여건에 따라 이주자들의 특성을 분류할 수 있겠다. 본 필자가 살고 있는 서북부 지역 

시애틀에는 산호세의 실리콘 벨리 처럼 현재 하이택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전문인 이주자들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인도에서 들어오는 컴푸터  엔지니어들의 취업이 기아 급수로 늘어 가고있다 

(34% of Microsoft employees are Indian).  또한 중국인들의 하이텍 기업에 취업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Alibaba).  자연환경과 생활 및 교육환경이 좋은 이곳에 자녀들 유학을 위하여 

이주하며, 또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중동지역에서 투자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이주한 멕시코 및 남미인들이 증가 일로에 있다. 

 특히 미국으로 유학 온 다민족을 향한 학원 선교는 이민 세대가 시작하였으나 차세대가 가장 중요한 선교사역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역으로 생각한다. 

 Missions by and beyond the Diaspora — motivating and mobilizing diaspora Christians for cross-cultural 

missions to other ethnic groups in their host countries, homelands, and abroad 

 

4. 협력 선교 (Partnership Mission)   

 

 세계 선교의 오랜 역사와 인프라 및 노하우의 경험을 토대로 한 미국의 기존 선교기관과 이곳으로 이주 온 

세계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가진 선교사와 협력하여 파터너 쉽을 형성하여 사역에 임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선교는 이민 1세들의 개척정신과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역을 차세대가 계승 

발전 시켜 나갈 수 있으며, 또한 스스로 다른 차원의 협력 선교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Network Ministry Report– 디아스포라 선교사역  이상진 장로 



M o v in g  M i ss i o n a l l y  Fo r wa r d  w it h  th e  E me r g in g  G e n e r a t io n  

“차 세 대 를  바 로  세 워  주 자 !”  

 97 
 

 

  Missions with the Diaspora — cooperating with non-diasporic Christians individually and institutionally to 

partner with diasporic groups and congregations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의 사례들] 

 

(1) 대학 학원 선교 전략 및 사례 (Campus Mission) DMC 

 

(2) 다민족 선교 사례 (Multi Ethnic Mission Outreach Strategy) GMC WITH ICGM 

 

[맺는 말]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 다이스포라 7백50만시대,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선교사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거주하는 이곳이 선교지라는 인식과 함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솔선수범한다면 그것이 곧 선교 사역이며 작은 선교 현장은 더욱 더 큰 선교의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워 질 것이다.  개인, 단체, 그리고 교회가 총체적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헌신자들을 발굴하여, 훈련 파송하는 일과 함께 디아스포라의 위대한 선교 사역과 사명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이민 세대의 재헌신과 더불어 차세대의 도전과 함께 새로운 헌신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필자: 이상진 장로, GMC 대표, ICM 공동설립자, 선교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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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의 헌신 

워싱턴 UBF 이야곱목사 

사도행전 2: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들어 가는말 

하나님께서 지난 56년간 UBF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리더십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때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젊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현재의  

UBF의  리더십은 차세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의 미션을 넘긴 것과 마찬가지로  UBF 

영적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나안 정복전쟁 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겄은 

광야에서 영적훈련을 받은 차세대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UBF 의 차세대들이 어떻게 캠퍼스 복음 

역사에 헌신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진로를 통해서 차세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각자 그들이 어떻게 역사를 섬기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헌신의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와같은 

UBF의 훈련 이 있기 때문 입니다. 40년 간의 워싱턴 UBF 선교생활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어떻게 차세대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에 헌신할수 있을까 함께 고민 하고자합니다.  

제1부 UBF 차세대 훈련방법 

하나님의 vision이 있는곳에 꿈이있고 꿈이있는 곳에 헌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7절은 자녀들을  교회 역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제자를 양성할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12 제자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일대일 양들을 통해 9명의 제자들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할 

새로운공식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대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우리 역시 새로운 공식을 

도입하고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시키는 새로운가죽 부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첫째, 차세대를 통한 30년 비전 플랜 

30년 비전 플랜을 통해 2세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는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2세 플랜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살부터 열 두 살-발달 단계, 열 세살부터 열 아홉살 -성장단계, 스무살부터 스물 아홉살- 성숙단계 

 

 

첫째로, 발달 단계, 소위 말해, CBF 단계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언 19:18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징계의 도구는 성경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훈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15-16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스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아기 디모데를 의로 교육하는데 

있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기 모세의 어머니는 젖을 먹이며 

그의 영적인 정체성을  형성시켰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였을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유아기가 믿음의 기초를 다질 때입니다.  

W O R K S H O P –  차세대의 헌신  이야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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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십대,  JBF HBF  시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성육신 교육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전환의 시기입니다. 부모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틴에이저들은 더 이상 부모들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것을 보조하는 성경말씀을 빌립보서 2:5-7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들은 종이나 친구의 

신분으로 자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틴에이저들은 권위에 대해 의문을제기하고, 보통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포스트모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립학교와 친구들로부터 자유방임적인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또래 집단의 압력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오직 세가지 직업군만을 생각합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그러나 실제 10,000 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독수리와 같이 자유롭게 날도록 하는 

대신에 닭장에 자녀들을 가둡니다. 자녀들이 대학 전공을 결정하는 시기에 많은 투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존중과 자유가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2세들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2세들을교육시키는 것은 우리의 장기적인 인생과제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 자녀들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육신 교육을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이 

사회와 국가의 차세대 지도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대학기간동안의 성숙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주인/동반자 시기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2세들은 재능이 있고, 부모들을돕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들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대학 레벨의 2세들은 부모들이 도움을 구했을 때, 그들의 부모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신뢰하고 사역의 주인으로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15절은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함으로서 부모와의 관계도 

긴밀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친구로 발전합니다.   

둘째, 일대일 CAMPUS양들을 통한 10년 비전 플랜 

일대일 양 성장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대일 양, 제자훈련,  지도자 과정으로 차세대 지도자를 지난 

40년간 교육 했습니다.   

일대일 양들은UBF차세대 제자 양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양을 만날 때, 우리는 사도행전 2:17“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볼 것이요”에서 언급된 대로 그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세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단계는 일대일 성경공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경의 핵심인-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구원, 개종, 영생- 7 

step  성경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를 공부해야 하며, 

세상의 구원인 예수님에 관한 4 복음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통해 기독교 역사에 대해 가르치며, 로마서를 

통해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원칙을 공부하고, 믿음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서신서와 종말론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양들에게 소감쓰는 것과 소감을나누는 것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일대일 

성경공부만으로는 그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에 양들에게 성경 선생으로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양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고 여러가지 활동에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자로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는 제자 훈련단계입니다. 4년간의 성경 공부 후에는 양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 

선생들은 이 시기에 양들에게 영적인 훈련을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때부터 이들이 새벽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같은 영적인 수준의 사람들과 팀을 이루도록 합니다. 워싱턴  UBF에는 solid rock 팀과 living water 

W O R K S H O P –  차세대의 헌신  이야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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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er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팀원들과 동역하고 훈련받으며 또래 집단의 압력과 기대를 극복합니다. 그들은 함께 

찬양하고, 먹고, 공부합니다. 팀 훈련을 해서 영적인 친구로 발전해갑니다. 공동생활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캠핑 트립을 통해 동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여름 수양회에서  인생소감을 발표할 수 있게 됩니다.  

세번째는 리더쉽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양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성경 선생과 학생이 

동역해야 합니다. 성경 선생은 학생리더를 신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그들이 세계 선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선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캠퍼스 피싱을 통해 

다른 학생들을 일대일 성경공부에 초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양회나 주일 예배의 메신저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인의식을가지게 됩니다. 전 교회가 이들에게 관심으가지고 사랑과 기도로 서포트 해야 합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요회리더로 세움을받을 수 있습니다.  CBF, JBF/HBF 의 리더로 쓰임받으수 있습니다. 10년간의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젊은 일대일 양들을 통해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었습니다.  

 

제2부 UBF 차세대 헌신 

우리는 현재 훈련 받은 차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도우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의 지도자가 되어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차세대는 

차세대지도자들이 도와야 합니다.   

 

제1장 젊은 2세 차세대를 통한 헌신 사역 

 

UBF 의 2세들은 유아기때부터 시작된 성경공부와 소감쓰기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독립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차세대의 지도자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며 영적지도자로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이 사역을 통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를 전체적으로 감독할 뿐만 아니라 직접 예배의 메세지를 

전하며, 여름 성경학교, 특별 활동 등을 주관하며 섬깁니다. 우리 워싱턴  UBF  어린이 사역의 리더는 본인 스스로가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어린이들의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접근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둘째로, 청년부 사역을 통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풍 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보내며 부모들과 대화가 적어지고, 특히 미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이민자 부모를 둔 경우에는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내기 쉽습니다. 우리의 청년부 리더들은 나이가 젊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청년들과의 갭이 적습니다. 청년들도 이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문제와 고민(영적인 문제를 포함하여)을 나누는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독립적인 신앙인이요 

차차세대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자체적으로 주일 예배를 섬기는데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주중에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 청년들과 기도모임을 가지고 식사를 나눕니다. 토요일에는 찬양과 경배, 성경공부 시간을 

가집니다. 매년 여름에는 단기 선교를 계획하여 미국내 뿐만 아니라 멕시코, 벨리즈에서 어린이 사역과 청년 사역을 

섬깁니다.  

 

셋째로, 대학부 사역을 통한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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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 사역의 주역인 2세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대학부 모임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기도하며 이끌고 

있습니다. 대학에는 많은 청년들의 죄와 세상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2세 리더들은 금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습니다. 대학부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의 친구들과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하며 믿음의 성장을 인커리지 합니다.많은 2세들이 모임을 통한 성경공부 뿐만 아니라 

일대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대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넷째로, 세계 선교를 통한 헌신 

 UBF 의 많은 2세들은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2-3개월, 혹은 졸업 이후 1-2년 동안의 단기 선교를 자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2세 지도자 중에는 법대 졸업 이후 3년간의 중국 선교를 통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키우고 현재는 미국의 

외교관으로 세계 선교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2장 미국 대학생 차세대를 통한 헌신 사역 

이들은 대학생 시절  UBF  성경 공부에 초청을 받아 일대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첫째, 일대일 성경선생으로서의 헌신  

이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성경 공부를 초청받고 또한 성경공부를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다른 캠퍼스 

학생들을 초청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경선생과의 일대일 공부를 통해 혹은 성경 학회를 통해 

말씀공부 노트를 스스로 만들며 학생들을 초청하여 일대일 성경선생으로 제자 양성가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둘째, 선교사로서의 헌신 

이들은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세계 선교 사명을 영접했습니다. 워싱턴  UBF 를 통해 성경 공부에 

초청을 받고 대학생 시절부터 꾸준히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의 목자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현재는 

타이완에서 교수로 와이프와 함께 한  UBF 챕터를 섬기며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성경 선생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UBF는 하나님의 은혜로 40대되는 미국인 Phillip Brown을 후계자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훈련받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 미국의 목자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는 결혼 후 중국에서 8년간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며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최근 워싱턴  UBF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vision데로 차세대 계승 역사가 성공했습니다.  

   

사도행전 2: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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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협력사역 모델 

강민수목사 (레익뷰 언약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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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선교동원 전략 
 

김호성 목사 

국제도시 선교회 ICM대표/미국 재부흥 운동 대표 실행위원 

 

 

1. 서론 및 웍샾을 위한 동기 부여 

 

세계선교를 이 시대에 완료하기 위하여 괴거보다 더 많은 선교자원의 개발은 세계선교를 왼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초대교회  처럼 마지막인 이 시대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열방의 족속 

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2. 선교의 역사에 중심을 차지 했던 세대들을 이야기 해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현재 선교에 차세대의 중요성, 실제적인 전략적 가치들은 무엇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어떤 이유들이 차세대들을 선교자원으로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현대 교회들은 왜    

중년 기성세대에 집착하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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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는가? 

 

  1) 다음 말씀에서는 차세대 젊은이들의 단어가 강조되어 등장한다. 

 

     가. 사도행전 2: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요엘 2:28-3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막16: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현재 온 천하에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대는 누구이며 그 자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차세대들을 선교 동력화 하기 위한 목적의 미셔널 세대로 키우기 위한 Kindom Church를 향한  

    목회자들의 양육과 고정 관념, 컨셉의 전환 및 페러다임의 전환이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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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세대들을 선교자원으로 일으키고 동원하는 실제적 사례와 비전 나눔(ICM 사역을 중심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소감 및 나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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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 실크로드 (일대일로, 一帶一路) 전략을 바라보면서... 

예장 보수합동 국제총회 선교부장 & GMI총무 양 태철 목사 (목회 선교학 박사) 

 

2017년 5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서 중국 시진핑 (習近平) 주석은 29개국 국가 정상들을, 중국 북경으로 초치 

(招致)하여,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인도하였다. 오늘날 급변 (急變)하는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을 간략하게 알아보며, 세계선교 전략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18-21) 

 

중국은 BC 2000여년 경부터 시작된 황하 (黃河)문명에 의하여 시작된 이후, 하 (夏)나라, 은 (殷)나라 <商 

나라라고도 하며, 중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로 봄, BC 1600년경-BC 1046년경>, 주 (周)나라를 거쳐서 최초로 

춘추전국시대 (春秋戰國時代)를 통일한 시황제 (始皇帝)에 의한 진 (秦, BC 221-BC 206)나라가 시작 되었다. 진 

(秦)나라 뒤의 한 (漢, BC 206-AD 220)나라 때, 한족 (漢族)의 기틀이 세워졌다. 마지막 청 (淸)나라 시대는 AD 

1636년부터 1912년까지 이어졌으며, 1912년의 신해혁명 (辛亥革命)에 의하여, 아시아 최초의 공화제 국가인 

중화민국 (中華民國, 대만은 2016년을 대만건국 105주년으로 봄)이 수립되었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과의 2차에 

걸친 합작과 내전 (1923-26: 1차 국. 공 합작, 1927-36: 1차 국. 공 내전, 1937-45: 2차 국. 공 합작, 1946-49: 2차 국. 공 

내전) 후, 1949년 10월 1일에 중화 인민공화국 (中華人民共和國)이 세워졌으며, 대만 (臺灣)은 1945년에 일본의 

패망으로 회복되었으나, 1949년 12월에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2차 국. 공 내전에서 공산당에 패하여, 대만으로 

완전히 철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한 (漢)나라 때부터 서방과의 정치, 경제, 문화의 통로를 위한 비단 길 (Silk Road)을 운영하였는데, 3대 간선 

(幹線: 초원 길, 오아시스 길, 바다 길)과 5대 지선 (支線: 마역 로, 라마 로, 불타 로, 메소포타미아 로, 호박 로) 및 

수만 갈래 길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실크로드에 대한 중국의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옛 

것을 익히어 새 것을 알면, 이로써 남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이라)적인 새로운 경제 전략이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로 

볼 수 있다. 즉, 2013년 9월 7일에 중국 주석인 시진핑 (習近平)이 발표한 “신 실크로드 경제권”(新絲網之路經濟帶: 

카작스탄 나자르바예브 대학 강연 시 발표)과 2013년 10월3일에 역시 시진핑 (習近平) 주석이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 

시 발표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의 제안은 “일대일로 (一帶一路)”적인 관점의 육상과 해상의 신 

실크로드 경제권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2014년 4월10일에 중국 총리인 리커창 (李克强)이 중국 하이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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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南省)에서 열린 보아오 (博鰲) 포럼에서 16개국 정상을 포함한 2,700여 명의 참석자에게 “일대일로 (一帶一路)”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권 전략을 위한 아시아 개발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중국은 2014년 10월 24일에 수립하였으며 (2016.1.16.창립), 이러한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위하여 중국에서 400억 달러 (43조 원)의 투자를 발표 (2014.11.8.)하였으며, 9,000억 달러 (968조 

원)상당의 실크로드 은행의 구상을 발표 (2014.11.13.)하였다. 이러한 AIIB에 가입한 나라는 2017년 5월 현재, 

77개국이 된다. 

이러한 중국의 “일대일로”경제권 전략 (신실크로드 경제권 전략)은 다음 다섯 가지의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the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써, 유라시아와 

동남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서진 (西進)하고자 하는 중국의 장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② 중국 석유의 22%가 매장된 

신장 (新疆) 위구르 자치구를 집중적으로 투자 및 개발하여, 이곳을 중국 에너지 제1 허브 (hub, 중심)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③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관계를 증진하여,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 (圖謀)하면서 중국의 수출확대와 지하자원들의 확보 (確保) 및 영향력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중국의 고속성장에서 남은 잉여 (剩餘) 설비와 초과투자로 사양화 (斜陽化)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유리, 조선, 석유, 화학, 건설장비 산업과 철도산업의 수출을, 또한 그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⑤ 

중국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석유, 가스 등)를 안전하게 확보 (確保) 및 수송할 수 있는 길 (route)을 

확보하기 위함 등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구 실크로드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었던 것처럼, 아시아와 유라시아와 유럽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일대일로 

(一帶一路)”가 수많은 전도자들에 의하여, 광야와 사막 같은 영적인 황무지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 되는 길과 강이 되길 기도한다. 그 곳에서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길, 간절 (懇切)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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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주  한 인 선 교 단 체  명 단 

KIMNET Member & Affiliate Organizations 
 

A Cup of Water Mission International (물한그릇 선교회) www.givetodrink.org 

President: 권종승 선교사 (Jong Seung Kweon) 

Address: P. O. Box 9809, Kansas City, MO 64134/ E-Mail: biblicalhot@hotmail.com,  

Tel: 267-242-1798 
 

IEA (International Evangelical Association)/국제복음선교협회 

President: Dr. James Song 사무총장: 송재필 실장 

주소: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www.ieawm.org info@ieawm.org 

Tel:636-327-4645 & 636-639-9221 

 

GAP (Global Assistance Partners)/세계협력 선교회 

이사장: 임현수 목사, 미주대표: 김혜택 목사 

주소: 6965 Professional Court Mississauga, ON, L4V 1Y3 Canada 

Tel: 905.677.7729 Fax: 905.677.7739 

 

 

GEDA (Global Education & Development Agency)/제다 국제 협력기구 

국제대표: 최찬영 목사 이사장: 박희민 목사 홈대표: 유의찬 선교사 

주소: 1015 S. Crocker St. #S-27 Los Angeles, CA 90021 

E-Mail: gedahome@yahoo.com & home@gedaforasia.com 

Tel: 213-749-7130  323-422-1453(cell) 

WEB: www.gedaforasia.com; www.gedaforasia.org 

 

 

GMA (Good Mission Alliance) www.gmalove.org 

이사장: 정인수 목사, 부이사장: 김윤곤 목사, 조상진 장로, 사무총장:이규종선교사 

주소: 2534 Duluth Highway  Duluth, GA 30097 

E-Mail: kyujlee1@gmail.com 

770-856-0939 & 770-939-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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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I (Grace Ministry International) www.gmiworldmission.com 

총재: 김광신목사 부총재: 한기홍 목사 미주대표: 양태철목사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E-Mail: danieltaiyang@gmail.com, Tel: 714-446-6200, 714-553-5800(cell) 

 

Good Shepherd Mission/선한목자 선교회 www.gsm700.com 

대표: 황선규 선교사, 부대표 (Vice President) John Hwang (EM) 

주소: 405 S. 328th Pl., Federal Way, WA 98003 

E-Mail: gsm3003@gmail.com;  John@nwachivers.com  (EM) 

253-653-6980 (대표), 253-653-7522 (EM)  

 

GP USA (Global Partners) www.gpinternational.org 

북미대표: 김승봉목사 (Daniel Kim), 이사장 – 양춘길 목사 

주소: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E-Mail: sicapministry@gmail.com  Tel: 714-774-9191  714-502-4645 (Cell) 

 

INTERCOOP/인터콥 전문인국제협력단 www.intercp.net 

대표: 최바울선교사   북미이사장: 송병기 목사, 총무: 이미 

4237 Rodgers Creek Court, Duluth, GA 30096 / E-Mail: milee5@gmail.com   

Tel: 408-223-1004  Cell: 678-431-5488 
 

INTERSERVE www.interserve.kr 

미주 대표: 신정호 선교사  

주소: 285 Tambec Tree NW Lilburn, GA 30047  

Email: shinjh0701@gmail.com  / Cell: 770-354-4278 

 

Joy Center for the Disabled www.joycenter.com  

대표: 김홍덕목사 (Rev. H. Daniel Kim)  

주소: 201 Aquila Ave. Fullerton, CA 92831 

Email: Joycenter@hotmail.com  

Tel:  Tel: 714-525-0569/0562, Fax: 714-278-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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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KAM  www.omkamusa.com 

대표: 김일권 선교사 (Ilkwon Kim) 이사장: 권준 목사 

주소/ 1717 Lake Avenue, Pasadena, CA 91104 

E-Mail: omkamoffice@gmail.com, Tel: 626-720-3907(cell) 

 

 

PGM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www.pgmusa.org 

President: Rev. Sung Kee Ho, 이사장: 정인수 목사, 사무총장: 

One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 E-Mail: pgmusa@hotmail.com,  

Tel: 610-397-0484(O), 909-367-9486 (C) 

 

 

 
SEED INTERNATIONAL www.seedusa.org 

대표: 이원상목사 이사장: 김재열 목사  사무총장:  장세균 선교사 

주소: P.O. Box 69 Merrifield, VA 22116 

621 South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seedwo@gmail.com 

TEL:703-996-0717 Fax: 703-993-0740 

 

 

 

SIM (Serving In Misison) USA  www.sim.org 

Korean American Mobilizer: Rev. Steve Eom 

주소/ 14830 Choate Circle, Charlotte, NC 28241 

Tel: 704-588-4300  E-mail: kseom1@gmail.com 

 

 

SON (Serving Other Nations) MINISTRY 

대표: 김정한 선교사 www.sonministry.com 

주소/ 13921 Artesia Blvd., Cerritos CA 90703 

E-Mail: son4u@hotmail.com Tel: 562-92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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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 USA www.transformusa.org 

Facilitator: 김태진 장로 

주소: 9245 Lizmoor Ct. Colorado Springs, CO 80920 

E-Mail: kimtwusa@gmail.com 

Tel: 720-272-9599 (cell)  
 

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www.ubf.org 

국제대표: 김아브라함박사 (Dr. Abraham Kim), 

홍보담당: 이야곱 선교사 301-538-4919 (cell) 

주소: 6558 N. Artesia Ave., Chicago, IL 60645  

E-Mail: abrahamkimubf@gmail.com 

Tel: 773-508-9582, 651-332-4106 (cell) 

 

 

 

 

WEC USA Headquarter  www.wec-usa.org 

Korean Coordinator: Myung Gu Han 

주소: 709 Pennsylvania Ave. P.O. Box 1707, 

Fort Washington, PA 19034 

E-Mail: jmghan90@gmail.com 

Tel: 215-646-2322 ext. 176,(O);  215-715-7171(cell), 

 

 

Wycliffe Bible Translators/성경번역선교회 www.wycliffe.org 

Korean Director: John Bongsoo Chung 214-566-7012 (cell) 

주소: 11211 John Wycliffe Blvd., Orlando, FL 32862  

E-Mail: Johnbschung@wycliffe.org / Tel: 800-992-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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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C 중남미 선교회 Association of Nations of America for Christ Mission 

대표: 양창근 목사 (Chang Keun Yang) / E-Mail: ckyang58@hotmail.com  

미국 주소: P.O. Box 2434 Fullerton, CA 92837 / 파라과이: 595-21-903-039 미국: 714-525-9101  

 

COME MISSION www.m2414.org  

대표: 이재환선교사 (Jae Hwan Lee)  

주소: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 E-Mail: comehq@gmail.com, Tel: 213-383-5499  

 

GFA (Gospel for Asia)/ 아시아 복음선교회 www.gfa.org  

한인대표: 임승환 선교사 (Jonathan Lim)  

주소: 1116 St. Thomas Way, Wills Point, Texas 75164 / E-Mail: jonathanl@gfa.org / Tel: 972-300-7777 

 

IAM (Institute for Asian Mission) www.asianmission.com  
Director: Timothy K. Park, PhD  

주소: 464 E. Walnut St. #220, Pasadena, CA 91101  

E-Mail: iamusoffice@gmail.com   / Tel: 626-577-5564(O), 626-807-4756 (Cell)  

 

JAMA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www.jamaglobal.com  

설립자: Dr. John C. Kim,  대표: Woon Young Kang   

주소: 4201 Wilshire Blvd. #445, Los Angeles, CA 90010 

E-Mail: john_kim@csumb.edu, woonykang@yahoo.com / Tel. 323-933-4055, 831-583-9181(h)  

 

KAFHI(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www.kafhi.org; www.fh.org 

회장: 김형균 목사,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 

주소: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E-Mail:kafhi@fh.org, shchung@afcc.org/ Tel. 847-296-4555, 847-896-6795 

 

KCCC USA (Korea Campus Crusade for Christ) www.kccc.org  

LA Director: 이만규 목사 Man-Kew Lee   

주소: 1636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 E-Mail: leemankew@hotmail.com, Tel: 213-38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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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 (Kings and Priests Ministries) www.kpmmission.org  
Formerly known as GSC (Grace Stewards for Christ) /  

대표: 강충원 선교사 Daniel Kang / E-Mail: dkang@gmail.com  

주소: 760 E. Eculid Street #209, Fullerton, CA 92801 / Tel: 818-823-0932, Cell: 714-401-7421  

 

MOM (Messenger of Mercy) www.momny.org  

회장: Dr. Soon Ja Choi, MD, 실무- 이명수 목사  

주소: 25W56 Geneva Road, Carol Stream, IL 60188 / E-Mail: brotherml@msn.com, Tel: 815-919-6511  

 

Silk Wave Mission www.silkwavemission.com  

대표: 김진영 목사, 이사장: 김한요 목사  

주소: 1550 E. Elizabeth St. Townsend Suite M4, Pasadena, CA 91104 / 

E-mail: simonlee@silkwavemission.com, Tel: 626-398-2111(O), Cell: 949-705-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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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이 사  장: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GMI 부총재) 

부이사장:  호성기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PGM 대표)  

운영이사:  임현수 목사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운영이사:  정인수 목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담임)  

운영이사:  박희민 목사 (GEDA 이사장) 

운영이사:  이원상 목사 (SEED 선교회 국제 이사장)         

운영이사:  James Song 목사 (President, Midwest University) 

운영이사:  이성철 목사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담임) 

운영이사:  장동찬 목사 (NJ베다니연합감리교회 담임) 

운영이사:  김아브라함 박사 (UBF International Director) 

운영이사:  전기현 장로 (샬롯 Chun Group, Inc 대표) 

국제이사:  전요한 박사 (전, UBF International Director) 

              유승관 목사 (전, 서울 사랑의교회 선교목사) 

상임이사:  최일식 목사 (KIMNET 상임대표) 

재무이사:  최용규 장로(시카고 한미장로교회) 

감      사:  김태진 장로(Transform USA 대표),   

              곽선신 박사(샬롯장로교회 교육전도사) 

이      사:  김경식 목사 (St. Louis 제일장로교회 담임)   김용훈 목사 (Open Door 장로교회 담임) 

              김재열 목사 (뉴욕 중부교회 담임)     나성균 목사 (샬롯장로교회 담임)  

              서창권 목사 (시카고 한인교회 담임)                   송상철 목사 (아틀란타 새한교회 담임)               

              양재관 장로(St. Joseph 병원,ER Director)             이상진 장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이형석 목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담임)              이종문 목사 (JSTV Ministry 대표) 

 임용우 목사 (워싱톤 성광교회 담임) 정민용 목사 (Covenant Fellowship Ch. 담임) 

              황선규 목사 (선한목자 선교회대표)     김혜택 목사(뉴욕충신교회 담임) 

              허연행 목사(뉴욕 프라미즈교회 동사목사)            함은경 장로(시카고 한미장로교회) 

               송병기 목사(뉴욕 목양장로교회 담임)                  주용성 목사(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 담임) 

   이상훈 목사(LA 성광장로교회 담임) 

K I M N E T  B o a r d  M e m b e r s  a n d  S t a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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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 
 

대표회장:   호성기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PGM 대표)  

공동회장:   임현수 목사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공동회장:   정인수 목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담임) 

공동회장:   김아브라함 박사 (UBF International Director) 

부회장/본부장:  전기현 장로 (샬롯 Chun Group, Inc 대표)  

서     기:   김경식 목사 (세인트 루이스 제일장로교회담임) 

회     계:   최용규 장로(시카고 한미장로교회) 

감     사:   김태진 장로 (Transform USA 대표)    

감     사:   곽선신 박사(샬롯장로교회 교육전도사) 

상임대표:  최일식 목사(Executive Director) 

사무총장:  이현석 목사(General Secretary) 

선교전략연구실장: 이은무 목사(Georgia Christian University) 

사무차장:  양태철 목사 (GMI),  이야곱 선교사(UBF) 

총  무 단:  김다윗 선교사(UBF) 

 방대식 선교사(SEED) 

 이규종 선교사(GMA) 

 이미    선교사(인터콥) 

 한명구 선교사(WEC USA) 

미디어국장:  김충직 장로(Media Director)              

홍보국장:  Joseph Lee 목사(Information Director, GIMNET 총무   

 

고  문:   김명혁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광신 목사 (GMI 총재)                                                                              

                  김춘근 장로 (GLDI 대표)                                      김혜성 목사 (L.A 영생교회 담임)                            

                  나윤태 목사 (Chicago 성결교회 원로)                     배사라 선교사 (UBF 명예회장)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KWMA 이사장)          심만수 목사 (GMA 고문) 

                 최복규 목사 (한국중앙교회 원로)                
 

지도위원:  강순영 목사(JAMA 대표)                                    고인호 목사 (Coordinator, MNA of PCA)                 

                  노봉린 박사 (Prof., Evangel Theological Seminary)   박기호 교수 (Pr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장영일 박사 (성령사관학교 원장)  

                  Bill Harding IV (Director of Public Affairs, SIM International) 

 Tim Laniak (Dean, Gordon-Conwell Seminary) 
 

순회 선교사  황선규, 전요한, 최복규, 심만수, 유태종, 박재영, 나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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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안내 — Conference Information 
 

1. Conference Location: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3800 Caron Rd., Irving, TX 75038  
                                 Tel: 972-258-0991  
 

2. Hotel: Hilton Garden Inn Las Colinas  

 7516 Las Colinas Blvd, Irving, Texas, 75063 Tel: 972-444-8434 

 * 호텔에서 교회 행사장은 10분이고, 공항(DFW)은 12분 입니다.  
 

3. Hotel 아침식사는 7:00-8:00am 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Pick Up 차량(교회 밴)이 8:00am부터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차량에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 차는 8:10am & 8:30am 

출발합니다. 
  

5. 저녁 집회가 끝나는 대로 교회 밴이 호텔로 모셔다 드립니다.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6. 발표시 동영상 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는 분은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Workshop (금요일)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은 목요일 오전까지 꼭 등록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자동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른 분들과 동승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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