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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ANC 교회의 귀한 선교 동역자들과 멕시코와 중남미, 쿠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중국, 북한, 인도, 방글라데시, 팔레스타인 등 여러 곳을 방문하며 함께 단기선교로 섬겼던 시간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선교했던 시간을 돌아볼 때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순간은 물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큰 영광이요 감격이요 감사입니다.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거저 주는 자로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을까요? 
구원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데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에게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까지 주셨으니 감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사역에는 은퇴가 없음을 믿습니다.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과 ANC 교회 선교의 선배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 얼굴 뵐 때까지 신앙의 후배들을 
양육하며 선교와 구제의 삶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10~17에서 복음을 위해 박해받았던 
바울을 바라보며, 은퇴 후의 편안함의 우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복음의 불편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에베소서 2:10)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다시 뵐 때까지 저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며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위원장 임기를 마치면서……                   
홍성진 장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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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에서 사랑하는 선교위 가족 여러분 그리고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성진 장로입니다. 
40대 중반에 ANC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환갑이 넘었네요. 
ANC에 다닌 17년 중 11년을 선교위에서 Vision 800팀장, 총무, 위원장으로 
섬기고, 시무장로로도 11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은퇴 장로가 됩니다.
2005년 1월 후아레스 신학교 내적치유 테이블 통역으로 마지못해 참석했다가 
리더가 갑자기 아파서 눕는 바람에 테이블 리더로 급조되어, 
성령님의 강력한 터치를 체험하며 2박 3일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은혜받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16년이 지났네요. 
그 테이블에서 함께 만나 회개하고 울고 웃고 회복의 부흥을 체험했던 신학생들이 
어느덧 후아레스 신학교 교수, 신학교 이사, 멕시코와 중남미의 영향력 있는 
교회의 담임목사, 나아가서는 무슬림 지역의 선교사로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



단기선교 1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여성세미나 사역을 하였습니다.
11월 14일(주일)부터 21일(주일)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여성세미나 사역을 하였습니다.

단기선교 2

티후아나에서 의료선교를 하였습니다.
12월 4일(토)부터 5일(주일)까지 티후아나에서 한방의료 사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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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중보 기도

지난 12월에 선교지 소식과 기도 나눔을 가졌습니다.  
12월 선교중보기도 모임에는 채한결/채종려 선생님께서 줌 기도모임에 참여하셔서, 
선교지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매월 셋째 주에는 선교지의 계신 선교사님을 직접 모시고 선교지의 따끈한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2022년에도 ANC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줌 ID: 834 1595 1817 / Passcode: 661808

문의: 김윤식 목사 (선교중보기도 담당 사역자 / 213-760-0290 / joshuakimys@gmail.com)    

선교지의 성도와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긍휼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선교지의 성도와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긍휼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1 page 사역계획서를 보내주셨고, 필요한 예산을 송금해 드려서 연말 기간 중에 긍휼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팬더믹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선교지의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쌀과 밀가루, 콩과 식용유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과 화장지와 물티슈 등의 생필품을 팩키지로 하여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지 긍휼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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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주일)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선교위 전체 송년모임을 갖습니다. 

은퇴하시는 홍성진 장로님과 취임하시는 김기철 장로님의 인사와 

신구 임원 및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2022년에 선교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역들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2022년 1월 9일(주일)은 선교 작정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뜨거운 헌신이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SWM단체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강사로 모시고 Kingdom school(이슬람 선교세미나)를 갖습니다. 

터키와 아랍,페르시아 등의 이슬람 문화권의 선교적 상황과 도전들을 듣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나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1월 26일(수)부터 2월 23일(수)까지 5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30-9:30 강의를 합니다.   

2021년 선교위 송년모임

2022년 선교 작정 주일

SWM과 함께 하는 Kingdom school(이슬람 선교세미나)

--------      선교사 소식

소식1.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허영순 선교사님의 큰 딸 룻 자매가 따님을 출산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산모와 아기가 잘 회복하고 온전히 강건하여 지도록 계속 기도해주세요.
소식2.  이성수/이은희 선교사님과 알레한드로 신 선교사님, 이00/이승화 선교사님께서 엘에이를 방문 중입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확대서밋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확대서밋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기도제목을 나누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2021년 사역들을 평가해보고 개선할 부분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선교위 확대서밋 수련회



   

        선교위 기도제목

1. 선교를 위한 선교중보기도 모임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많

은 성도가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역하게 하옵소서.  

2. 2022년의 선교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준

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이 감사함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3. 홈리스 사역 등 사람들을 대면하여 사역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

운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4. 선교위원회 연간사역보고서와 12월 정기뉴스레터를 통하

여 선교지와 성도님들을 잘 연결하게 하옵소서. 

5. 2022년 선교 작정주일(1/9)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을 만지셔서, 감사함으로 선교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6. SWM과 함께 하는 Kingdom school(이슬람 선교세미나)

를 통하여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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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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도록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헌신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나누게 하심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를 드립니다. 
2021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팬더믹 기간 중에도 홈리스를 먹이고 입히는 사역이 계속 진행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Skid Row와 MacArthur 
park, Eagle rock 교회에서 홈리스들에게 수프와 샌드위치를 나
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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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리스 지원 사역

2021년 선교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