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Voice 2014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One Voice 2014!
“베이지역 소수민족선교 자원의 연결(Networking)과 협력(Partnering)”

O

ne Voice 다민족 사역축제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1년 첫 행
사이후 지금까지 One Voice는 베이지역내
몽골, 아프간,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필
리핀, 크무, 미엔, 부탄, 버마민족들의 사역
과 대학캠퍼스의 다민족 학생사역등을 발
굴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연결하고
그 사역을 후원해 왔습니다.
One Voice는“전략적인”연결을 추구합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베이지역의 소수
민족 사역자들과 한인교회들 사이에 긴밀
한 선교 네트웍이 세워져 나가길 기대합니
다. 지난 여름, One Voice의 후원으로 리치
몬드 소재 북가주 드림교회의 어린이 사역
부 (배정미사모)는 VBS(어린이 여름성경
학교)를 통해 몽골교회의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 베이지역에서 한
국교회가 근거리에서 바로 몽골선교를 한
것입니다. 베이지역 300여 한국교회가 이
지역의 소수민족교회들과 사역의 인적, 물
적 자원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연결고리(linking pin)의 역할을 하는 것이
One Voice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책자 뒤
에 소개된 23명의 민족사역자들이 바로 한
국교회들과 연결되어 협력하길 원하는 분
들입니다. 특별히, 각 민족의 2세를 위한
사역자와 프로그램은 너무도 절실한 부분
입니다. 나아가, One Voice는 해외 한인이
민교회들과의 미션 네트웍을 구축해 나가
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해외 디아스포라 교
회들은 이미 선교지에 세워진 선교적 교두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 한인교회들간 구
체적인 연결은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합니
다. 현재, One Voice 는 홍콩 한인선교교
회(윤형중담임목사)의 생명길선교회와 긴
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실
크로드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선교사를 자
체적으로 훈련하여 파송하고 있는 이 선교
회는 베이지역에 필요한 선교현지의 민족
사역자를 섭외하여 이곳과 연결할 수 있습
니다. 이미 이곳 베이지역에서 파송된 중
국인 사역자 한 분이One Voice와의 연결
을 통하여 중국현지에서 매우 필요한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여 귀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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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Voice는 선교기금 마련을 목표합니다.
지난 해 행사 이후 지금까지 13개 한국교
회와 기관, 24명의 성도님들이 모아준 헌금
$29,551.43 (5/1/2013-2/16/2014) 으로 파
슈튼 출신의 아브라힘목사님의 사역을 후
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교회
는 지난 2013년 4월 14일 비로소 프리몬의
뉴라이프교회(위성교 담임목사)를 빌려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
도하심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었
다면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올 해,
One Voice는 버클리, 리치몬드, 엘 세리토
지역에 집중거주하고 있는 티벳민족의 교
회개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
직까지는 자립이 불가능한 아프간교회 아
브라힘 목사님의 지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이 티벳선교에 헌신한 쏠몬목사님을
후원하기 위해 선교헌금을 마련하고자 합
니다. 쏠몬목사님은 어릴 때 티벳불교에 귀
의하기 위해 사원에 맡겨져 불교교육을 받
았던 몽골목사님이십니다. 이제는 주의 종
이 되어 이곳 베이지역 티벳민족의 복음화
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쏠몬목사님의
정착을 도와 티벳인선교에 큰 불꽃이 일어
나길 기도합니다.
One Voice는 실리콘 벨리의 선교적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베이지역은 약 7백만(7,150,739; Census
2010)이 거주하는데, 이 가운데, 70여개국
으로부터 온 이민자 170만 명(1,780,376;
센서스 2000) 이 운집해 있는 땅끝 선교의
현장입니다. 더우기, 이곳 실리콘 벨리는
정보기술과 선진기술인력의 세계적인 총
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실
리콘 벨리의 부흥은 곧바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부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베이지역은 워싱톤, LA, 혹은 뉴
욕보다도 중요한 곳입니다. 세계적인 부흥
의 잠재력을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프리
몬의 아프간교회는 사실 모슬렘선교를 위
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지역의
티벳교회는 전세계 티벳불교도들의 선교
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 한 민
족이 아나라, 해당 종교를 가진 모든 민족
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민족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
도합니다…“실리콘 벨리가 모든 민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