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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volum 4 / number 2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은 무슬림(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들이 라마단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기간입니다.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하며 개인적인 과실과 악행을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순종을 다짐하며 경건히 보내
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무슬림들의 마음은 대단히 종교적이 됩니다. 종교적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의 명령
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이지만, 그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전
히 마음에 숨겨진 죄악을 낱낱이 발견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할 수 있

다는 진리-을 부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한 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아이러니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슬림들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믿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
리는 하나님께 무슬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짓에서 깨어나 진리의 밝은 빛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 올 해도 우리 교회
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에 참여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
흥의 역사가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무
슬림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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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을 위한 기도 



Vision800 Global 마스크 전달

멕시코의 교회들에 마스크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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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중보 기도

지난 2월 3월에 선교중보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2월과 3월에 선교중보기도 모임에는 허영순 선교사님과 이성수/이은희 선교사님께서 줌 기도모임에 참여하셔서, 선교지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매월 셋째 주에는 선교지의 계신 선교사님을 직접 모시고 선교지의 따끈한 소식

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ANC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Zoom ID: 834 1595 1817 / Passcode: 66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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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도 멕시코의 교회들에 마스크를 전달하였습니다. 

장경호 목사님과 장대수 장로님/장지숙 권사님, 그리고, 신상규 집사님께서 함께 멕시칼리로 마스크를 가지고 가셨고, 

멕시칼리에서 멕시코 전역의 교회들로 마스크를 소분하여 소포로 발송하였습니다. 

여성세미나팀에서도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교회들에 마스크를 전달하였습니다. 

마스크를 통하여 멕시코 교회들이 위로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4/13-5/12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교회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groups/anconnri/ )를 참고하셔서, 

그 날의 읽을거리와 기도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아레스 신학교 이사회 및 졸업식

5/14-5/15 후아레스 신학교의 이사회를 지난 팬더믹 이 후 처음으로 대면하여 갖습니다. 

이사회에서 좋은 만남과 은혜로운 결정들이 내려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작년에 팬더믹으로 인하여 졸업식도 취소되고 올해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완전히 오픈하여 졸업식을 갖지는 못하지만, 

적은 수의 인원이 약식으로 대면하여 졸업식을 갖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도록 기도해주세요. 

후아레스 사진

후아레스 신학교 이사회 및 졸업식

30일 기도운동



비전 800 그룹 (그룹장: 김형건 집사)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에 800개의 교회와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후아레스 신학교를 통하여 건강한 

교리로 준비된 사역자를 세우고 있으며, vision800 network를 통하여 라티노 교회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Vision800 Global을 

통하여 라티노 선교사를 훈련하고 세계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홈미션 그룹 (그룹장: 권대용 집사)

현재 3대 긍휼사역, Eagle Rock (애나박 팀장), Skid Row (변재성 장로님), 아버지의 창고 (손진호 팀장)은 정기적으로 사역이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교도소 사역팀 (손정한 팀장)은 보다 가까운 교도소를 방문하는 방향을 모색 중입니다. 전도팀 (장영재 팀장)과 다

민족 교회팀 (송정옥 팀장)은 사역재개를 준비 중입니다. 정철원 팀장의 OCC 사역은 사역의 규모를 키워서 더욱 긴요한 곳에 크리

스마스 선물 박스들을 보낼 계획 중입니다. 올 해 새로 만들어진 실버미션 팀(민그레이스 팀장)은 소망/온유 지파를 도와 그분들의 

선교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임팩트 그룹 (그룹장: 이한욱 집사)

정기적인 단기 선교팀 파송으로 ANC온누리교회에서 파송 받으신 선교사 및 협력선교사를 지원/후원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께서 수고하고계십니다;  T 국 ,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R( 선교제한)국, 안산(한국), 일본, 몽골, 팔레스타

인, 우크라이나, 이 외에 이슬람권 선교를 위하여 SWM과 협력하여 T국에서 아프간 난민교회를 섬기는 타민족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으며, 단기선교팀 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원 그룹 (그룹장: 장 제임스 집사)

선교위원회의 활동을 내부에서 기획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원팀 사역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선교지원 그룹장 “장제임스(jjang001@gmail.com)” 으로 문의 바랍니다.

 -선교중보기도팀: 매주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 

 -선교기획팀: 선교 기획 및 Fund Raising 지원사역 

 -선교미디어팀: 선교홍보 및 동영상 제작 사역 

 -선교사 Care 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섬김사역. 미국 방문 시 지원 사역 

 -선교의료팀: 선교지를 위한 의료 지원사역 

 -선교훈련팀: 선교 파송시 훈련, 선교의 생활화를 위해 다락방별 선교 교육사역 

 -선교 IT 팀: 선교사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지원. 온라인을 통한 선교 훈련 및 지원사역  

선교위원회  조직 소개(사역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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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 소식

소식1. 서0용 / 서0경 선교사님 (M국) 미국 방문하십니다.(4/29-5/25)

소식2. 류기종/고유선 선교사님 (캄보디아) 미국 방문하십니다. (4/23-6/7) 

소식3. 허영순 선교사님 (필리핀) 미국 방문 중이신데 5월 출국하십니다.



홈리스 지원 사역

팬더믹 기간 중에도 홈리스를 먹이고 입히는 사역이 계속 진

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Skid Row와 MacAr-

thur park에서 홈리스들에게 수프와 샌드위치를 나눠주고 있

으며, 때때로 옷과 생활용품 등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락방 

혹은 가족과 개인으로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교회로 전달해주시면, 사역팀이 픽업하

여 현장에서 나눠줍니다. (원하시는 경우, 사역팀과 함께 현장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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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선교 세미나

선교위원회에서 다락방 모임에 할 수 있는 미니선교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ANC온누리교회의 모든 다락방에서 미니 선교세

미나를 진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선교의 꿈을 꾸고 짐을 

함께 지면서, 교회에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교인이 함

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미나 시간: 40분

 문의 및 신청: 문성민 선교훈련팀장 

 (213-422-3415 / smmoon619@gmail.com)

   

       선교위 기도제목

1. 다락방에 찾아가서 진행하는 미니 선교세미나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선교적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강사들이 성령충만하여 능력있게 강의하게 하시고, 

      다락방원들과 기쁨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2.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에 

      많은 성도가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 기간 중에 무슬림들 중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3.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필요에 민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잘 지원하게 하옵소서. 

4.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선교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5. 홈리스 사역 등 사람들을 대면하여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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