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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담임목사                                                                                                                 

한국의 유명한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녀에게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은 부모가 변화되었더니 자녀가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변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분노만이 마음에 쌓이게 되지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왔습니다. 세상이 변화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성경은 그 변화의 메커니즘을 선포해 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새사람이 될 때에, 드디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

며 그들이 변화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설교를 통해 소개해 드렸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복음이 울다”라는 책의 영어제목은 Something needs to change입니다. 

세상에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변화는 더욱 기도하는 것과 더욱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

음 안에서 진정한 은혜를 체험한다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ANC온누리교회의 선교의 목적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나아가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더욱 기도하고 더욱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

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된다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구체

적으로 어떻게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지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

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좀 더 너그러워지고 자비로워지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

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시고 헌금해주시고, 동역

해 주셔서 감사드립 니다. 2022년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

심에 따라 복음전파에 복되게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omething needs to change anc

인사말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ANC온누리교회의 선교와 관련한 소식과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선교위원회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든 관심있는 선교지와 

선교사역팀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선교위 홈페이지를 온라인을 통한 

선교의 플랫폼으로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교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

선교위원회 홈페이지 안내선교위원회 홈페이지 안내

https://anconnurimission.org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일

새소식

1. 선교사님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2. 선교뉴스레터를 포함하여 선교칼럼과 선교간증들을 볼 수 있습니다.

3. 선교행사들에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단기선교를 포함한 선교사역의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단기선교를 위한 사역계획서와 참가신청서 등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선교위원회 수입과 지출

 2020 
이월금액 

 49주차 
헌금액 

예산대비 
2021 헌금액 %

 2020 
이월금액 

2021 
지정헌금

109,514$        593,458$       85% 231,574$ 368,415$ 961,873$       

2020 선교 예산 49주차 지출액 예산대비 %

후아레스 신학교  $        211,500  $       211,500 100%  $       312,557 

선교사 지원  $        337,200  $       336,000 100%  $       505,239 

중남미 선교  $          55,000  $         55,000 100%  $         65,598 

해외 선교  $          40,000  $         40,000 100%  $         95,914 

커뮤니티 선교  $          35,000  $         13,964 40%  $         38,700 

사역 지원  $          21,300  $         12,276 58%  $         34,460 

지출 합계  $        700,000  $       668,740 96%  $    1,052,468 

*위의 내용은 12/12/21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최종 결산은 2022년 2월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2021년 선교위 
지출내역

일반 선교 헌금 선교 지정 헌금 2021년 지출
(49주차)지정헌금 지출

2021 선교위 
수입내역

일반 선교 헌금 선교 지정 헌금 2021년 수입
(49주차)

 $                        22,183 

 $                      383,728 

 $                      101,057 

 $                      169,239 

 $                        10,598 

 $                        55,914 

 $                        24,737 

62%

38%

2021 선교사역수입비율

약정헌금 지정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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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님 현황

MISSIONARIES
파송 선교사 17가정 / 29명 / 12개국파송 선교사 17가정 / 29명 / 12개국

1. 정요한 정제인 (R국)

2. 매튜리 이승화 (N국)

3. 서정용 서호경 (M국) 어린이 도서관 및 어린이 사역

4. 정영웅 정제이미 (I국) 중고등학교, 신학교 운영

5. 김미숙(일본) 현지교회 협력과 후쿠시마 피난민 전도

6. 김정룡 성정숙 (캄보디아) 제자훈련과 교회개척

7. 유민 김선희(K국) 학원과 대학사역

8. 유교회 유시대 (P국) 교회와 신학교

9. 정광섭 정사라 (우크라이나) 학교와 교회, BAM

10. 이성수 이은희 (멕시코 후아레스)신학교 졸업생지원과 지도자양육

11. 이상원 이은희 (북미 미시건) 라티노 교회 개척

12. GabrielaTijerina-Pike(멕시코 후아레스) 신학교 학장

13. Alex Shin(멕시코 후아레스) 신학교 교수

14. 강혜경(비거주) 선교사 멤버케어

15. 이준성 이석화 (본부/비거주)비전800네트워크와 Vision800 Global

16. 혀영순 (필리핀)  신학교 지원과 선교사 케어

17. 강인호 엄상미(본부) Vision 800 Globa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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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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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1. Bertha Mendoza Arreguin (S국) 의료사역

2. Blanca Monserrat Lopez Mora (K국) 학교 교수사역

3. Jamie Gerardo Ramirez Jara/ Aydee de la Llata Ayala(T국) 

4. Silvia Cristiana Cruz Aguilera(T국) 

5. Sharok (T국) 난민 교회 개척

협력선교사 7가정 / 14명 / 5개국협력선교사 7가정 / 14명 / 5개국

1. 류기종 고유선 (캄보디아)교회개척

2. 정사무엘 권사라 (T국)교회개척과 제자양육

3. 김샘물 김하나 (T국) 교회개척과 기도의 집

4. James Lee/ Barbarita Lee (멕시코 꿰레따로) 대학 캠퍼스 전도

5. 지은수 이민정(태국) 소수민족 교회개척과 지도자 양육

6. 유익상 Helen Rhyu (스페인) 신학교

7. 성낙서 황희성 (멕시코) 아버지 어머니 학교

이병무 이종민(R국), 윤광열 윤기숙(본부) 조영(본부)

선교사역 장로 3가정 5명선교사역 장로 3가정 5명

협력기관 5개협력기관 5개

1. Juarez seminary 1. Juarez seminary (Seminario Todas Las Naciones(Seminario Todas Las Naciones))
2. Vision800 Global2. Vision800 Global
3. SOSI3. SOSI
4. Silk Wave Mission(SWM)4. Silk Wave Mission(SWM)
5. Institute for Asian Mission5. Institute for Asian Mission(IAm)(IAm)

타민족 파송 선교사 5가정 / 6명 / 3개국타민족 파송 선교사 5가정 / 6명 / 3개국

현
지

 여
성

세
미

나
사

역

2021 2021 anc anc 온누리교회 선교사 파송 현황 32가정 /54명 /16개국온누리교회 선교사 파송 현황 32가정 /54명 /16개국



2022년 선교위원회 신규 중점사역 2022년 선교위원회 신규 중점사역                     

2022

2022년 선교위원회 사역안내

지난 2년 간 세상은 급격하고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변화되었고, 그에 따라 생활 방식도 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급격하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있어왔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변화를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치않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변화에 적응하여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 ANC온누리교회는 새로운 변화 가운데로 뛰어들어 영원히 변함 없는 생명의 복

음을 전하는 새로운 길을 찾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22년에는 다음의 

6가지를 중점으로 사역하고자 합니다.
4    신규 선교사 파송

지금도 열방에는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

에는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ANC온누리교회는 더 많은 선교사들

을 파송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타민족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여 복음

을 전하는 일은 복음으로 하나됨을 증명하는 매우 귀중하고 복된 것입니

다. 따라서, 타민족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5   청소년과 청년들의 선교참여 촉진
ANC온누리교회의 선교열정이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도 교회가 뿌리내리고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복음의 복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6  생활 전도의 활성화
선교에 중심을 두다가 우리 주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전도를 잃어버리

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년전부터 교회적으로 실행해왔던 I-best 

card와 연계하여 2022년은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선교사 중심 사역

선교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들의 필요에 대한 민감함은 복음 전파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분들이 바로 선교지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 입니다. 따라서,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지에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사역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것을 섬기기 위하여 선교사님께서 계획하시는 선

교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할 것입니다.

2    온라인 선교 개발

온라인 선교 프로그램은 현장의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입

니다.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을 통하여 현지의 성도와 비신

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달하는데에 아주 귀하고 유용하게 사용되

고 있습니다. ANC온누리교회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선교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선교사님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온라인은 선교의 보

조수단으로만 아니라, 온라인 자체가 선교의 field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까지도 개발할 것입니다.

3   선교 사역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선교는 복음과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굳건해집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ANC온누리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사역을 많은 

선교경험자들과 선교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선교위원회 책임사역자 이승혁 목사선교위원회 책임사역자 이승혁 목사
이사야 43: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

“



2022
2022년 선교위원회 일반예산2022년 선교위원회 일반예산

선교헌금 방법선교헌금 방법

항목 예산 대비비율

후아레스 신학교 $193,500 27.6%

선교사 및 기관 지원 $363,600 52.0%

Vision800 사역 지원 $42,000 6.0%

임팩트 사역 지원 $40,000 5.7%

홈미션 사역 지원 $25,000 3.6%

기타 선교 사역 지원 $35,900 5.1%

총예산 $700,000 100.0%

1. Online 약정 (이메일 주소 필수)

  1)웹사이트 주소 http://rebrand.ly/anc1 를 입력하여 들어가기, 또는 

  2)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의 QR Code를 Scan 하여 들어가기

2. 서면 약정 : 함께 동봉된 종이 약정서를 작성 후에 헌금과 함께 보내주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세요. mission@anconnuri.com or 213-344-8802

<2021년 선교위원회 일반예산>

<선교헌금 약정 방법> 

1. Online 약정 (이메일 주소 필수) 

1) 웹사이트 주소 http://rebrand.ly/anc1를 입력하여 들어가기, 또는  

2)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의 QR Code를 Scan하여 들어가기 

           

2. 서면 약정 : 함께 동봉된 종이 약정서를 작성 후에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선교헌금 방법> 

1. 헌금 봉투를 사용 시 : 봉투 맨 아래에 있는 '선교작정헌금' 을 선택해 주십시오. 

2. 온라인 헌금을 이용 시 : h:ps://app.easy?the.com/App/Giving/anc 로 들어가서 ‘Fund’를 'Mission' 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예산 총예산 대비 비중

후아레스 신학교 $211,500 30%

선교사 및 기관 지원 $337,200 48%

Vision800 사역 지원 $55,000 8%

임팩트 사역 지원 $40,000 6%

홈미션 사역 지원 $35,000 5%

기타 선교사역 지원 $21,300 3%

총 예산 $700,000 100%

QR Code

1. 헌금 봉투를 사용시 : 

    봉투 맨 아래에 있는 ‘선교작정헌금’ 에 표시해 주십시오.

2. 온라인 헌금을 이용시 : 

    https://app.easytithe.com/app/giving/anc 로 들어가서  
    ‘Fund’ 를  ‘Mission’ 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2022년 선교헌금 약정방법2022년 선교헌금 약정방법

선교위원회 사역그룹 2022년 선교위원회 예산과 헌금방법

선교위원회 사역그룹 소개선교위원회 사역그룹 소개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에 800개의 건강한 교회와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사역을 하고 있

습니다. 후아레스 신학교와 협력하여 목회적으로 준비된 사역자를 세우고 있으며 Vision800 

Network를 통하여 라티노 교회들을 연결하여 교회 성장을 돕기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Vision800 Global과 함께 라티노 선교사를 훈련하고 세계선교를 위하여 파송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사역(여성세미나팀)을 하고 있으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하는 (페밀리미션팀) 단기선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후아레

스 신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동문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ANC 단기선교팀들과의 협력 사역

을 통해 멕시코와 중남미에 세워진 동문회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비전800 그룹   (그룹장: 김형건 집사)

임팩트 그룹 (그룹장: 이한욱 집사)

선교지원 그룹 (그룹장: 장 제임스 집사)

홈미션 그룹 (그룹장: 권대용 집사)

교회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엘에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굶주림과 외로움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

이 있습니다. 홈리스들과 재소자들을 찾아가 몸과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긍휼

팀, 교도소팀). 연약한 타민족 교회들을 섬겨, 그들과 함께 이민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합니다

(다민족 교회팀). 거리와 공원에서 전도지를 나누며 복음을 전합니다(전도팀). 2021년에는 롱

비치에 정박하는 무역선박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외항선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슬람권과 아시아, 동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여 ANC온누리교회의 파송/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세계정세와 상황의 변화와 복음에 적대적인 지역에서의 복음전파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시도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슬람권의 난민들에게 복음

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현지에서 사역하는 타민족 사역자들을 후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선교지와 소통하며, 온라인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현지인들을 

만나는 사역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선교위원회의 여러 사역들을 지원하고 기획하는 사역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와 섬김으로 애쓰는 사역입니다. 매주 선교중보기도를 위하여 함께 

모여 선교사님과 복음전파를 위하여 기도로 지원합니다.(중보기도팀), 성도들의 선교참여를 위

하여 사역을 홍보하는 영상과 자료들을 제작하고(선교미디어팀), 선교 훈련을 지원합니다 (선교

훈련팀). 선교사들을 돌보는 사역(선교사 care팀)과 의료 봉사를 통하여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합

니다 (선교의료팀). 2021년에는 선교위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했고, 선교 IT팀을 신설하여 온라

인 선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선교위원회 Staff 2022년 선교위원회 Staff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교회  818-834-7000            이승혁 목사 309-660-2375

선교위원회 홈페이지 anconnurimission.org

anc 선교위원회
        

VISION 800 IMPACT
비전800그룹 김형건 starsclinic@gmail.com IMPACT 그룹 이한욱  joehanlee@yahoo.com 

후아레스 신학교팀  김셜리 shirleykim2@gmail.com 키르기스스탄팀 민호태 evelynk36@yahoo.com

Family Mission팀  김경선 R팀 허남형 c2huh@sbcglobal.net

여성세미나팀  심벨라 bellahshim@gmail.com 미안마팀 최영일 paulchoi53@gmail.com

빛과소금 청년캠프팀김형건 starsclinic@gmail.com 팔레스타인팀 장데비 cho05debbie@gmail.com

싼칸틴팀 장대수 jasonchang205@yahoo.com 몽골팀 신정란 jungrshin@yahoo.com

치와와팀 신상규 shinteacher@hotmail.com 일본팀 이맹용 usactt08@gmail.com

터키팀 송지호 ynconductor@gmail.com

우크라이나팀 김성혜 seonghye.kim@gmail.com

HOME MISSION 선교지원팀

홈미션 그룹 권대용 kwon.daeyong@gmail.com 선교지원그룹 장제임스 jjang001@gmail.com

다민족교회팀 (미정) 선교중보기도팀  문성민  smmoon619@gmail.com

전도팀 장영재 jangyj60@gmail.com 선교기획팀  박원천 wonpark@infotourinc.com

교도소선교팀 손정한 james90077@gmail.com 미디어선교팀 이은영 happyjessica622@gmail.com

Eagle Rock 팀 박애나 7cr744@gmail.com IT 선교팀 김재성 joelkim@gmail.com

아버지의 창고팀 손진호 raymond.son@gmail.com 의료선교팀 김용석 chimtm@gmail.com

실버미션팀 민그레이스 gracearky@hotmail.com 선교사 Care팀 이영희E  yhlee67@hotmail.com

선원선교팀 신종준 jncshin2006@hotmail.com 선교훈련팀 (미정)

위원회 서밋 
담당 장로 김기철 kichulkm@yahoo.com 

총 무 정철원  vivifyclothing@gmail.com

회 계 김재성  joelkim@gmail.com

서 기 민그레이스 gracearky@hotmail.com

사역자 
책임 목사 이승혁 목사 Seung.lee@anconnuri.com

후아레스신학교 Gabriela Tijerina gabriela.tijerina‐pike08@aberdeen.ac.uk

여성세미나  고경호 전도사 kyonghoko@gmail.com

선교중보기도 김윤식 목사 justinkimys@hotmail.com

간사 김은지 mission@anconnuri.com

ANC 선교위원회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교회 818-834-7000 이승혁 목사 309-660-2375
선교위원회 홈페이지 anconnurimission.org

2022년 선교위원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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