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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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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있었던 저의 부끄러운 경험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인 막내를 병원에서 출산하고, 이제 퇴원

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안고 휠체어를 타고 drop-off and pick-up만 가능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

차장에 세워두었던 차를 가지고 아내와 아이를 픽업하기 위하여 그 장소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도착하니 공간이 협소하고 앞에 한 차가 사람을 기

다리는지 한 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 뒤에 정차한 뒤에 아내와 갓난 아이를 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아이를 카시

트에 앉히려고 하니, 잘 되지 않아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찌되었든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고 보니 카시트의 기울기가 너무 세워져 있어서 더 눕혀

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리 저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뒤에 서있던 차가 경적을 길게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갓난 아기를 태우고 있는 저에

게 길게 경적을 울리니, 제가 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 운전자를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f-word를 쓰면서 왜 

길을 막고 있어서 뒷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느냐고 idiot이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

피를 사기 위하여 drive-thru에 있어도 이보다 더 오래 기다릴텐데, pick-up 장소에서 갓난 아기를 태우느라 5분 남짓 식은땀을 흘리며 애쓰는 나

에게 그렇게 심한 욕과 모욕을 주는 것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얼른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핸드폰이 있다면서 

계속 욕을 하면서 차와 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화가 난 상태로 저는 그냥 운전하여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마음에서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괜한 핍박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더 쏘아붙이지 못하고 적합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시 그 일을 생각해보면서, 갑자기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설교하는 목사가 막상 그러한 상황에 닥치니 화도 다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의 사랑과 복음은 전혀 생각이 나지도 않았었다는 것이 다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다르게 반응을 했더라면, 서로 마음이 상하거

나 불편할 일이 없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더 크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목사도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

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누구도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결론은 다시 복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 답게 살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인정하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힘겨운 저와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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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골프대회

9월 13일(월)에 The Oak club at Valencia 골프장에서 후아레스 신학교 후원을 위한 선교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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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중보 기도

지난 9월 10월에 선교지 소식과 기도 나눔을 가졌습니다.  
9월과 10월에 선교중보기도 모임에는 캄보디아 김정룡/성정숙 선교사님과  Vision800Global 강인호/엄상미 선교사님께서 
줌 기도모임에 참여하셔서, 선교지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매월 셋째 주에는 선교지의 계신 선교사님을 직접 모시고 선교지의 따끈한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ANC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Zoom ID: 834 1595 1817 / Passcode: 661808

문의: 김신순 선교중보기도팀장 ( 310-951-2204 / kibistw@hotmail.com ) 

매우 무더운 날씨였지만, 선교와 골프에 열정이 넘치는 144분이 참여하여 주셔서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 모

아진 후원금은 10월 16일(토) 후아레스 신학교 이사회 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과 봉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16일(토)에 ANC온누리교회에서 후아레스 신학교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이사장이신 김태형 목사님과 가브리엘라 티헤리나 학장님을 비롯하여 총 

14분의 이사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 중에 9분은 대면으로 모였고, 5분

은 줌으로 참여하셨습니다. 2021-2022 학기를 위하여 몇 가지 안건들이 

논의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후아레스 신학교가 계속해서 멕시코와 중

남미,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

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아레스 신학교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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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주일)을 Vision800의 날로 보냈습니다. 

1부 예배에는 후아레스 신학교 부학장으로 섬기시는 Eduardo 목사님께서 설교해주셨고, 2부와 3부

에는 후아레스 신학교 졸업생이지 이사로 섬기시며 후아레스에 있는 생명교회 담임이신 Paco 목사

님께서 설교해주셨습니다. 이 날 후아레스 신학교 장학금과 동문사역, 그리고 Vision800global 

사역 후원을 위한 안내부스가 설치되었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후원약정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ANC온누리교회에 오래전에 주신 Vision800의 사역을 위하여 계

속해서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지지와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10월 8일(금)-10월 19일(화) 동안 총 10분이 K국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의료사역과 IT장비셋업, 문화체험과 구제 사역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팬더믹 기간 중에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귀

한 사랑을 많은 현지분들과 나누며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선교사역 계획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우고, 내년도 사역 계획과 예산, 그리고 중점 

추진 사역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주일)에는 2022년 선교 사역을 위한 선교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실행되어져 가도록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Vision800의 날

팬더믹 기간 중에도 홈리스를 먹이고 입히는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Skid Row와 MacArthur park에
서 홈리스들에게 수프와 샌드위치를 나눠주고 있으며, 때때로 옷과 생활용품 등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락방 혹은 가족과 개인으로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교회로 전달해주시면, 사역팀이 픽업하여 현장에서 나눠줍니다. 
(원하시는 경우, 사역팀과 함께 현장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 권대용 홈미션 그룹팀장 
(213-923-3781 / daeyong.kwon@gmail.com)

K국 단기선교

홈리스 지원 사역



   

       선교위 기도제목

1. 선교를 위한 선교중보기도 모임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많은 성도가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역하게 하옵소서.  

2.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교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
게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3. 중남미와 멕시코를 향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vision800 
선교의 비전이 전 성도님들과 잘 공유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비전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4. 홈리스 사역 등 사람들을 대면하여 사역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아름
다운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5. 2022년의 선교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준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일꾼들이 감사함으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6.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박해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여 기쁨
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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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로 홍성진 
총무 정철원
회계 김재성 
서기 민그레이스 
비전800 담당장로 최재영 
비전800 그룹팀장 김형건

임팩트 그룹팀장 이한욱 
홈미션 그룹팀장 권대용 
선교지원 그룹팀장 장제임스 
간사 김은지 
책임사역자 이승혁

2021년 선교위원회 확대서밋

팬더믹 가운데에도 ANC온누리교회의 선교사역이 멈추지 않도
록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
나님께서 귀한 헌신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열
방 가운데 선포하고 나누게 하심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선교사 소식

소식1.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허영순 선교사님께서 Covid19에 감염되셔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셔서 퇴원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여전히 위장 기능이 약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딸인 루스 자매가 임신 중에 뇌종양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12월이 출산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시고 순산하도록 계속 기도해주세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수많
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박
해가 끝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T국의 교회 
지도자이신 이산 목사님께서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해주십니다. 
기도로 함께 동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주일 11/7(주일)

2021년 선교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