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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귀한 선교의 형태는 교회,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가 ‘거룩한 삼각관계(Holy Triangle)’를 

이루어 서로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교이다.  전문화 시대에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최고의 가치와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교회는 

목회전문 기관이고, 선교단체는 선교전문 

기관으로서 이 두 곳이 철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교회 없는 선교단체 또한 없다. 선교단체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한다.  선교사 파송의 주체는 교회이지만, 

선교가 바르게 이루어지려면 교회와 단체, 양쪽이 

다 필요하다. 현대의 사회적 구조에서는 전문적 

기술과 지적 능력이 성공의 키를 쥐고 있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함께 동반자 (Partnership) 선교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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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공동사역(collaboration),공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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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톤중앙장로교회에서 모인 교회선교활성화세미나 

세계선교동역네트웍(KIMNET) 년차총회 
 
T일시: 2004 년 9 월 23 일 12 시- 7 시  T 
T장소: 정진경 세계선교센터, Midwest신학교  
    851 Parr Rd., Wentzville, MO T 
T    (636) 327-4645, 639-9221 T 
T일정: T 
T12:00-1:00 점심식사 T 
T1:00-2:00  선교특강(호성기 목사) T 
T         “교회와선교단체와의협력과 동역” T 
T2:30-4:30 이사회 및 연차총회 T 
T6:00-7:00 친교 및 저녁식사 T 
T기타: T 
TIFMA/EFMA 대회 (9/23-25)에 참석원하분은T 
T 9 월 1 일까지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T 



한인세계선교현황과 교회선교활성화의 과제와 전망 
 

제5회 한인세계선교대회(Wheaton): 2004, 7, 28. 14:20-15:00 

강승삼 (총신대선교대학원장, KWMA사무총장, CCK/KEF/EFA 선교위원장) 

 

I. 서론: 교회선교 활성화의 필요성 
 

    한국교회는 120여년의 짧은 역사동안에 하나님  의 

은혜와 섭리 속에 놀라울 만큼의 성장을 이루어 왔다. 

미주한인교회도 이민 100년간 3,500여개의 

디아스포라교회로 성장하였다.세계기독교 역사 에서도 

빠른 교회성장과 영적부흥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의 

등장과 교회지도자의배출 등은 크신 축복 이었다. 

해외선교에 있어서도 1980년이후 파송 선교사의 빠른 

증가로 2004년 4월 현재 170여 개국에 12,16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축복을 받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선교와 남은 

세계선교과업과 한국교회의 선교참여정도를 회고 하면서 

한국선교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를 모색하고있다. 

선교정책개발시대를 맞으면서 선교사 관리(care) 체제,  

선교의 책무성(responsibility)과 전문성 도약을 위한 

선교사, 선교사역, 및 선교 단체의 신용평가기준과 

평가제도의 개발, 선교사의 전략적 전진/재배치와 같은 

보다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논의들이 다양하게 진행 중에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선교 활성화’ 의 과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수면에 떠올라 있다. 많은 

지역교회(80-85%)가 해외선교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의 모판이자 주체인 지역교회의 85% 

이상이 선교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사실이 한국교회 

해외선교성장과 하나님나라 회복운동에 큰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

    교회선교 활성화의 정의,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제까지 지역교회의 해외선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제기되어져 

왔다.하지만 미국교회 선교위원회연합회 (ACMC; 

Association of Church Mission Committee) 에서 고안된 

5가지 교회선교 측정기준 외에 한국의 상황에서 그 

활성화 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적은 없는 것 같다.  

대형교회들은 주로 자체적으로 선교하고 있다.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않지만 선교사들을 협력 후원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다. 목회자는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평신도들은 무관심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평신도들은 선교에 관심이 많지만 목회자가 선교에 

무관심한 교회도 적지 않다. 1,000명이 넘는 

중대형교회이면서도 선교사를 한명도 파송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개척교회 또는 50-100명 정도의 

교회가 선교사를 주 후원 파송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과연 지역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선교를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가? 지역교회선교활성화의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  

   

 

 

1. 교회선교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평가기준현재 ACMC의 5가지 교회선교 측정 기준을 

바탕으로 질적 평가를 위한 수치(numerical value) 

중심의 가시적 기준으로서 국내 선교계에서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본다.  U첫째U, 교회가 

선교의 의미를 잘 알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및 

동원할 수 있는 해외선교부/해외선교위원회와 선교회원이 

조직되고 선교회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U둘째U, 교인 

300명당 1가정/2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는 

7가정 이상의 선교사를 협력 후원하는 교회이며, U셋째U, 

연 최소 1-2회 정도의 해외선교 관련 집회를 개최하며, 

U넷째,U 연간 교회 재정의 10%이상을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U다섯째,U 당회에서부터 청년ㆍ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년1회 이상의 단기선교가 실시되고 있는지 

등이다.  

    이런 의미에서 해외선교가 활성화된 교회란 위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며 반대로 

교회의 해외선교가 최소한 위와 같은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존에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가 더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다는 의미와 함께 아직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는 측면을 강조한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2. 교회선교 활성화를 위한 역동적 선교관점   에서의 

교회속성의 인식이 필요하다. 

    목회자와 교회 개척자, 선교사와 선교지도자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의 바탕위에 교회를 설립한다.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조직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유기적 조직체이다. 그러므로 교회선교는 은사(Gift)이며 

과업(Task)이고 영적이면서도 사회적 이고 우주적이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증거의 

공동체이다(행1:8). 교회는 음부의권세가이기지 못하는 

신자의 공동체(마16:18) 이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공동체이다(마28:19, Minear 1960:25).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이시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동시에 계시는 비 과 같다. 그러므로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의 모임임과 동시에 거룩하고 

온전한 살아있는 주님의 몸(the living boby of Jesus 

Christ)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와 선교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를 말씀과 성례, 증거를 

위주로 하는 지상의 모든 가족들의 모임 즉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으로 본다면 선교는 복음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말과 행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교회 밖을 향해 



의도적으로 장벽을 넘어가는 것(Van Engen의 Stephen 

Neill인용, 1994:31)이다.  

이제 교회의 4가지 속성인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을 선교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1) 은사들과 사역들을 함께 표현하여 정의한다면 
교회의 본질이 잘 드러난다. 
    U첫째,U 은사로 받은 교회의 통일성은 하나로 연합하는 

일을 하고 하나되는 삶을 살게 하고, 주님과 연합하게 

한다.  

U둘째,U 은사로 받은 거룩성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과 

세상속에서 생활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는데 

거룩하게 되려는 일을 한다. 예를 들면, 권징은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케 하고 기도하게 하며 말씀을 전파하게 

한다.  

U셋째,U 은사로 받은 교회의 보편성을 ①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영적, 숫적으로 성장하게 하며 ②모든 만물에게 

말씀하시는 만군의 주님 주위에 모든 사람이 모여들도록 

한다 ③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모든 정사와 권세를 

통괄하신다(마28:18; 엡1:19-23; 골1:15-20)  

U넷째,U 은사로 받은 교회의 사도성은 ①사도적인 복음을 

적용하고 ②사도처럼 살게 하고 ③세상을 향해 사도로 

보냄받은 일을 하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주위로 모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또한 세상으로 

보내신다(마28:19-20; 막16:16; 눅24:49; 요20:21; 

행13:2-4). 제자도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도라야 

한다. 세상을 화목케 하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치 

않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합당치 않다고 

하셨다.  
  2) 교회는 전 교회의 선교사화 운동의 속성이 
본질적이다. 
Van Engen의 선교 사역의 역동적 관점에서 본 교회의 

4대 속성을 그림으로 요약해 본다(Van Engen )

 

        

                             U거룩성U                                      U통일성(연합) 

                         용서와 치유                                    예수께로 모임(골1:28) 

                       제사장 나라 사역(벧전2:4-5)                      잔치에 초대함(마22:2-10) 

                     거룩함으로 주께 나옴                            하나가 됨(요17)  ?연합, 협력함 

                   정결함으로 타인을 대함                                유기적 관계를 세움(엡1:9-10) 

                 HS의 임재하심을 드러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엡4:11-13) 

               열심히 섬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함(계19:7;마24;14) 

             팔복을 실천하는 생활(마5:3-12)                      평안의 띠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킴(엡4:3) 

  

그리스도: 말씀, 성례, 권징 

      

          U사도성(진리사수와 선교)U                                       U보편성(화목)U 

            가르침    제자삼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됨(빌2:1-11) 

              증거함     파송함(행13:1-3)                                 타인들을 용납, 수용함(롬12:3-10) 

               교훈을 받음(고전11:23)   신학화함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역함(고후5:11-21) 

                천국열쇠를 가짐(마16:19)                                  서로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음 

                   Holistic mission을 함 (행6: 약1:27; 요8:31-36)             세계를 위해 자신을 드림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억눌린 사람을                  장애물을 제거함 

                       진리와 물질로 자유케 함이다.                    서로 사랑하라(고전 13장)  

 

 

    위의 도표은 교회의 본질적 요소가 상향적(Upward), 내향적(Inward) 그리고 외향적(Outward)인 모습으로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교회가 밖으로 나갈 때 진정한 교회가 되어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회목하게 하며 진리사수와 세계복음화하는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전교회의 선교사화 운동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핵심적 사역이다. 선교는 사도성이 의미하는 바를 강력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처럼 교회도 주님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와 선교는 별개의 사역이 아니다. 선교를 목회로부터 특수화해서도 안되고 

목회자는 선교사를 동역자로 보고 독려하며 사역케 해야 할 것이다.  

 

 

 

 

  



3. 교회선교활성화를 위한 작은 교회들의 협력선교이다

첫째, 작은 교회들의 선교대회를 통한 협력선교의 예를 
보자. WEC Korea는 “ 작은 교회도 선교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작은교회 연합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패트릭 존스턴과 콜린 니콜라스를 주 강사로 하여 

인천, 전남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서울에서 각각 2~3일 

동안 주최했던 선교대회로서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이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의식을 

가지고 목회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며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은 단기 또는 장기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작은 교회란 우리들 

스스로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기에는 '너무 작다, 혹은 

힘이 없다' 고 생각하는 교회들을 작은 교회라고 

정의한다. 비록 작은 규모의 교회들일지라도 주님의 

위대하신 명령을 좆아  해외 선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교회는 외형적 규모가 작아도 그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다. 반면 그 외형적인 규모가 크고 역사도 

오래 된 교회라고 해도 해외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해야 한다. 교회의 선교적 순종에 그 

기준을 둠으로써 선교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새로운 접근이다.  

     
작은 교회 선교운동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선교를 위한 작은 교회들의 재정적 연합이다. 아직 

재정적인 자립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규모의 

교회라고 해도 여러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을 모으면 

선교사 파송이 가능하다.  한명의 선교사에게 100만원의 

최소 사역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는 아래와 같은 

연합을 이룰 수 있다.  

② 재정적으로 많이 도울 수 없는 대신 기도에 더 힘쓸 

수 있다. 즉, 재정적 파송교회가 되는 대신 기도로 

동역함으로써 기도 파송교회로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다. 

③ 어느 교회도 한 선교사를 주관 할 수 없으므로 

정책선교를 지향할 수 있다. 작은 교회의 선교 연합이 

이루어 질 때 연합하는 교회들은 동일한 액수의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액수의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될 때에는 어느 교회도 다른 교회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④ 전 교인의 선교사화 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 교인의 

숫자가 적은 작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게 되면 전 

교인들이 선교사와 선교사의 사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선교사가 파송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원이다.  

⑤ 작은 교회들이 연합으로 단기 선교 팀을 구성 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하나의 작은 교회, 혹은 개척 교회가 

단기 선교 팀을 구성해서 선교지로 보내는 데는 한계가 

많지만 몇 개의 작은 교회들이 연합으로 팀을 구성하고 

함께 예비 교육 및 필요한 훈련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단체에게 의뢰 할 수 있게 된다. 

⑥ 파송 선교사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100만 

원으로 한 명의 파송 선교사를 보내는 것 보다 같은 

액수로 다섯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더욱 교회의 

선교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선교사를 

통해 오는 한 선교지 만의 선교 소식 보다는 다섯 

선교사들이 보내오는 다섯 개의 다양한 선교지 보고가 

더욱 성도들에게 활력을 줄 것이다.  

⑦ 모든 작은 교회들의 선교 참여가 자연스레 

이루어진다. 다른 작은 교회들도 해외 선교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⑧ 풀뿌리 교회 연합, 교단 연합이 자연스레 이루어 질 

수 있다. 교단이 다를 지라도 선교사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함께 참여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곧 자연스런 

교회 연합, 교단 연합이라는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⑨ 선교사의 후원 중단 위기를 방지 할 수 있다. 

선교사가 한 교회의 후원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아니하기에 파송 교회 중 어떤 교회의 목회자가 바뀌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후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다. 

⑩ 작은 교회에 등록하는 새 교우들에게 선교 지향적 

교회로 인식을 줄 수 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 중에 해외로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⑪ 선교사가 제시한 특별한 프로젝트가 발생하여 파송 

교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경우에도 우선 그 사업 

내역에 대한 평가와 판단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고, 

재정적인 부담도 함께 각 교회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⑫ 후원 교회 연합으로 선교 세미나나 선교 집회를 

연합으로 열 수 있다. 작은 교회로서는 초청하기가 쉽지 

않을 영향력 있는 선교 관계자들을 초청하여해 

연합선교집회가 쉽다. 

⑬ 작은 교회들이기에 자연스레 전문 선교 단체와의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어 선교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작은 교회들은 이런 방향으로 선교를 주도 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겸손히 전문 선교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선교의 효율을 가져오는 중요한 

협력이다.  

 

 작은 교회가 연합하여 선교를 수행할 때의 고려 할 
사항. 
① 연합선교를 하게 되면 같은 교단 중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정 교리, 침례와 세례, 성찬식 문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구원과 관계된 절대적인 

진리는 양보할 수 없으나 비 본질적인 것은 타협하거나 

아니며 유사한 교단끼리 연합함으로서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선교지에 어떤 교리에 부합하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지만 교회가 해외 

선교에 관여하게 되는 순간부터,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그 선교사가 자란 교리적 



교단적인 문제는 본국에 내려놓아야 한다. 선교지에는 그 

지역에 맞는 선교지 중심의 토착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③ 가능한 처음 연합할 때 같은 관심 지역끼리 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지역을 선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 선교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선교지 

방문을 통해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는 선교사를 

파송해서는 안 된다. 전략적이고 선교적 필요를 분석한 

후에 필요한 지역에 적절한 사역자를 보내는 것이다.  

④ 연합 파송 교회 중 한 곳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더 이상 해외 선교사 파송 사업에 동참 할 수 

없을 때 연합 교회들은 함께 모여서 부족분에 대해 

동일한 액수의 추가 부담을 논의하는 일과 그 교회 

자리에 다른 교회를 동참 시키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⑤ 아무리 작은 교회들이 적은 선교비로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해도 파송 선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후원 관리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일을 어떤 교회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연합 파송 중의 어느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것 보다는 초교파 전문 선교 단체가 이 

일을 중간에서 Agent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⑥ 함께 선교할 작은 교회들을 찾는데 있어서 초교파 

선교 단체들의 중재가 필수적이다. 선교하기를 원하는 

작은 교회들의 연합체를 운용 할 수 있다. 

 

U동역선교단체 소식 

 
Cornerstone U. S. A.  www.cornerstone.or.kr 

북한에 지금 성경을 보내야 합니다. 
북한 성도들이 성경을 가져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

을 넘어 왔지만, 성경이 없어 그냥 돌아갈 수 밖에 없읍

니다. 어떻게 선교지에 이렇게까지 성경이 말랐는지 모르

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동안 식량난으로 인하여 느슨

해졌던 국경의 문이 최근 들어 점점 닫혀가고 있어 성경

배달이 더욱 어러워 지고 있읍니다.714-569-0042로 연

락 바랍니다. 

 

SIM USA 우정의 날 행사 

 
SIM USA에서는 본부사무실을 개방하여 지역 사회와 지

역 교회 성도들에게 SIM을 알리는 “ Friendship Day”

를  9월1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립니다. 

SIM이 섬기고 있는 선교지의 풍물과 음식 그리고 선교사

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Uwww.sim.org/firendshipdayUTH  

한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SIM USA리더쉽과 만나 

협의하는 시간이 마련되 있습니다. 

 

OM 선교 활성화 목회자대회  
미주 제10기 국제오엠 미션 퍼스펙티브 애틀랜타 세미나 

10월 하순에 열릴 예정입니다. 

목회자 선교활성화대회 (미주 제13기 국제오엠  미션 퍼

스펙티브 지도자 세미나)가 KIMNET 주최 OM 주관으로 

2005년 4월 25일(월)-27일(수), 까지 필라안디옥교회(호

성기 목사 시무) 에서 개최됩니다. 

* 대상: KIM NET 이사 및 임원진, 회원선교단체 대표, 오

엠 캠 확대이사회원 전원, 그리고 신문광고를 통해 등록

하는 미주한인교회 지도자 (전체 예상 인원 150명). 등록

비: 1인 100불, 부부 150불. 주최교회인 필라안디옥교회

에서 2박3일간의 숙식을 제공하며, 강사진은 선교사, 선

교전문학자 및 목회자 등입니다. 

 
LA 요나선교학교 9월 9일-11일 개최 
Come Mission이 정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교 프로그

램으로 요나선교학교가 있습니다. 이 선교학교에서는 창

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는 선교하시는 주님의 마

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개인, 개

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는 귀한 프로

그램입니다. 현재 이 선교학교는 Come Mission본부를 비

롯하여, 한국과 호주의 Come Mission 지부에서 정규적으

로 운영되며 그 외 미국의 여러 지역들, 캐나다의 벵쿠버

와 토론토, 뉴질랜드 등에서 비정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

니다. 

 
WEC KAM 
조종화,조혜련 선교사님은 7/21부터 8/9일까지 본부를 

떠나 신시내티, 시카고, 디트로이트, 해 턴, 토론토, 시라

큐스, 하드포드, 뉴욕 등의 여러교회를 방문하며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제5차 시카고 세계한인선교대회 때는 “ 믿음선교” 에 대

한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10월 9일에는 WEC KAM주관으로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

이다. 



제 5차 한인세계선교대회 
Wheaton대학/Billy Graham Center에서 
 
제 5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지난 7월 26일-30일 까지 
“성령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자 !” 주제로 시카고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Wheaton College/ Billy Graham 
Center 에서 열렸다.  전세계 168개 국에서 온 800여명의 
선교사와 2000여명의 목회자 와 평신도 지도자, 800명의 
청소년 등  총 4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되 였다. 
 
한인세계선교대회는  1988년 7월 23일-28일 기간 제 1차 
세계선교대회(KWMC  88)가 개최된후 매 4년마다 
개최되여 왔으며 이 대회를 통해 북미주 한인교회 의 
세계선교의식 고취 및 확산운동이 이뤄졌으며 해외에 
파송된한인서교사들을 지원 하고 세계선교에 동참하는 
새전기를 마련하였다   
대회개최전 7월 23일 – 25일 세계한인선교사협회 
(WKMF)주관으로 700여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한인선교사대회를 갖인바 있다 
. 
첫날 개회예배는  참가자 전원이 기립박수하는  
가운데 선교사들이 자국 만국기를 가지고  입장하였다.  

 
장영춘 목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박희민 목사의  
선교사 환영사, 신종혁선교사협회회장의 답례, 
서삼정목사의 차세대지도자들에 대한 격려사 등  
다양한 순서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96세로 최고령인 
방지일 목사님은 건강한모습으로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감동과 격려를 주었다. 
첫날 저녁선교대회느 박영은(인도네시아), 
장영은(방글라데시), 이춘심(네팔), 윤수길(태국) 
선교사들의 선교보고가 있었으며, YWAM 창설자 Loren 
Cunningham의 말씀선포를 통해 한인교회 의 시대적 
사명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 
둘째날은 정인찬목사의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씀운동”의 
성경강해, David Ross(오대원) 의 “약속된 성령과 
세계선교의 태동”, Patrick Johnstone 박사의 “9/11 이후 
세계동향과 선교의 새로운 전망”, 박희민 목사의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적 총동원 전략”, 이광복목사의 
“ 종말과 재림 그리고 세계선교의 긴박성”, 황성주 밧의 
“전인치유선교의 새파라다임” 등 여러 주제 발표가 있었다. 
둘째날 저녁집회에는 김정윤(우간다), 김해영 
(보츠와나), 윤원로(카메룬) 선사들의 선교보고가 
있었다 
저녁선교대회 멧세지는 김홍도목사가  “부르짓는 기도의 
능력”이랄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뜨겁고 열광적인 
기도의 호응이 있었다. 
 

 
 

 
KWMC 대표회장 서삼정 목사, 공동회장 안성기 목사, 
김정윤선교사(우간다), 김정미선교사(수단), 이춘심(네팔) 
 
셋째날은 이상남목의 성경강해에 이어 Robert Coleman, 
서삼정, 이동휘, 김성길, 목사의 주제강의 있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  강승삼 목사의 
“한인세계선교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발표가 있었다. 
세째날 저녁선교대회에는 이희재(러시아), 신윤섭 
(우즈베기스탄), 정홍기(루마니아), 이향모(알바니아) 
선교사들의 선교보고가 있었으며 장영춘목사의 “성령, 
순교,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작전” 이란 제목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셋째날 오전엔 후안 까룰로스 오르띠즈 목사의 성경강해와 
루이스 부스, 강영우 박사의 간증, 김만우 목사의 “13억 
모슬렘선교의 관문을 뚫어라”  Thomas Wang 목사의 
“From China to Jerusalem!” 주제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시간에는 류효명장로의 “선교의 지하자원: 
평신도를 개발하자!” 라는 주제로 평신도 전문이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저녁선교대회에는 박짐밥(북미주차세대)목사의 북미주에 
있어 차세대 지도력 개발의 중요성과 신앙지도, 김동승 
(북미주원주민), 최상호(에콰돌), 임한곤(파라과이)의 
선교보고가 있었다. 
저녁집회 멧세지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제로 말씀 선포후, 선교소명자 초청과 헌신의 
기도로 북미주 선교사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마지막날 폐회예볘에는 방지일, 계화삼, 조동진, 최찬영 
목사등 여러 원로선교사 들에게 공로를 치하하여 
미한백상을 수여 하였다. 

 
GP국제 대표,안성원 선교사,미주대표 조용중선교사, 
송상철 목사, 고인호 목사 



UKIMNET을 섬기는 사람들 
 

지도위원: 강승삼, 노봉린, 박기호, 박광자,  
서정운, 이영호, 정남식 

 
이  사  장:   이영희 목사 (뉴욕장로교회) 
부이사장:   이상진 장로 (타코마중앙교회) 
운영이사:   박희민 목사 (New Life Mission) 
운영이사:   김남수 목사 (순복음뉴욕교회) 
운영이사:   이원상 목사 (SEED 선교회) 
국제이사:  황성주 목사 (국제사랑의 봉사단) 
서        기:  호성기 목사 (필라안디옥교회) 
부  서 .기:  서청권 목사 (시카고한인교회) 
회        계:  최상득장로 (시카고휄로쉽교회) 
부  회  계:  최용규장로 (시카고한미교회) 
감        사:  김태진 장로 (Erom  Life USA) 
감        사:  서준택 장로 (맥크린장로교회) 
이        사:  고인호 목사 (MNA/PCA) 
     김경식 목사 (St.Louis제일장로교회) 
     김재열 목사 (뉴욕중부장로교회) 
     김태원 목사 (밴쿠버광람교회) 
     김충일 목사 (남가주든든한교회) 
     김형균 목사 (시카고휄로쉽교회) 
     노창수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송상철 목사 (아틀란타새한교회) 
     이성철 목사 (달라스중앙감리교회) 
     이종형 목사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임현수 목사 (토론토큰빛교회) 
     전기현 장로 (CPA, Chun Group) 
     전덕영 목사 (보스톤장로교회) 
     정민용 목사 (Covenant Fellowship ) 

    정인수 목사 (아틀란타 연합교회) 
    조현배 목사 (시카고 서부교회) 

     홍성렬 목사 (Fayetteville벧엘교회) 
     홍원기 목사 (맥크린 장로교회) 
     황필환 목사 (포도원소망교회) 
     James Song 목사 (국제휄로쉽교회) 
     양재관, M.D. (St. Joseph 병원, MO) 
 
사무총장: 최일식 목사 (SIM USA) 
총  무:       박신욱 선교사 (SEED 선교화) 
                  조용중 선교사 (GP USA) 
                  홍은선 선교사 (Wycliffe) 
                    이현석 목사 (IEA) 
 
사무국장: 박상욱 선교사 (SIM) 

Tel. (704) 587-1525 
E-mail: HTUdavid.park@sim.orgUTH  

                
 

U동역선교단체 (Member Missions)안내 
 

U선교단체 (대표 선교사 )                                             홈페이지 
CCCI/GPN (오상철)               HTUwww.gptoday.comUTH  
COME (이재환 )                         HTUwww.m2414.orgUTH 

CORNERSTONE USA (Peter Lee) 
                                                  HTUwww.cornerstoneusa.orgUTH  
GFA (임승환)                                    HTUwww.gfa.orgUTH 

GMF-NA (김성모)                       HTUwww.gmfna.orgUTH  
GP USA (조용중)                         HTUwww.gpusa.orgUTH  
IEA (이현석)                            HTUwww.midwest.eduUTH  
LCA (김태진)                                   HTUwww.lci.or.krUTH 

OC International (오영호) 
                                          HTUwww.gospelcom.net/ociUTH 

OMF-GEDA                                HTUwww.us.omf.orgUTH  
OM KAM (김경환)            HTUwww.omkamusa.comUTH  
Seed International (박신욱)     HTUwww.seedusa.orgUTH  
SIM USA (최일식)                           HTUwww.sim.orgUTH  
WEC USA (조종화)                  HTUwww.wec-usa.orgUTH  
Wycliffe USA (홍은선)             HTUwww.wycliffe.orgUTH  
 

U동  역  안  내 
KIMNET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세계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협력 
(Cooperation) 과 동역 (Partnership)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동역을 원하시는 교회, 선교단체, 개인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최일식 목사 (Ilsik Samuel Choe) 

14830 Choate Circle,  P.O.Box 7900 
Charlotte, NC 28241-7900 
Tel. (704) 587-1523, Fax (704) 587-1518 
e-mail: HTUchoeis@hotmail.comUTH  

              HTUchoeis777@yahoo.comUTH  
 
회계: 최상득 장로 (Timothy Choi) 

2052 Hollywood Ct., Hanover Park, IL 60133 
 
신임회계: 최용규 장로 

11801 S. 85th Ave, Palos Park, IL 60464 
Tel.708-448-7516,e-mail: HTUychoe2@earthlink.netUTH  

 
 2005년 1월 최상득 장로님은 선교사로 파송 
예정이므로 최용규 장로님께서 주 회계업무를 
2004년 9월 23일부터 담당하시게 됩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박상욱 선교사가 사무국장 
사역을 담당케 되었습니다. 박 선교사는 
피지(Fiji) 에서 선교사로 섬긴 후 콜럼비아 
국제대학 (CIU)에서 목회학 석사와 이슬람학 
석사를 졸업하고 남침례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며 
2006년 초에 무슬림국가에 선교사로 나갈 
예정입니다. 

      



사명선언문 (Mission Statement) 

선교정보, 훈련, 전략개발 등 제 분야에 
상호협력과 동역 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효과적으로  성취한다. 

 

비전 (Vision) 

선교 동역화 

2세 선교헌신자 발굴,선별, 훈련 및 지역 교회를 
통한 파송을 도모한다. 

선교 정보화 

인터넷을 통한 각종 선교정보의 연결, 선교단체 
및 사역지 또는 지역교회 선교정보 공유, 상호 
교환함으로서 선교사역의 정보화를 기한다. 

선교 전략화 

선교단체 사역의 전문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선교전략 개발을 도모한다. 

선교 활성화 

지역교회 선교활성화를 위해 세미나, 포럼, 
선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사역 초점 (Ministry Focus) 

1. 선교 헌신자를 선별, 훈련, 파송 

     회원단체들이 공동으로 선교 헌신자를 발굴 및 
훈련하여 지역교회와 동역하여 파송한다. 

2. 교회 선교교육 

     지역교회 선교활성화를 위한 선교세미나 및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3. 선교정보 및 전략개발 

     선교정보의 공유, 교환, 및 선교사역의 
효율적인 전략개발을 한다. 

4. 안식년 선교사의 재 충전 및 연구를 위한 
생활관 건립 

    안식년 기간 중 체계적인 계속교육을 통하여 
미래사역을 준비하게 한다. 

5. 은퇴 목회자, 전문인 평신도, 의료인 등을 
단기선교사로 파송하여 선교사역에 극대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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