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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 세 요 ? 
제 5회 “One 

Voice 민족사역 컨
퍼런스”에 귀한 걸
음을 해 주신 여러
분을 진심으로 환
영하며 감사의 마
음을 전합니다!  오
늘, 여러분들에게 
베이지역에서 진행

중인 아래 네 가지 영역의 소수민족 선교사
역이 소개됩니다. 

첫째는, Fremont 지역에서 진행중인 아
프간인 선교사역입니다. 

Global Gates선교단체의 팀 (Tim For-
tescue)선교사와 그의 사역이 비디오로 소
개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One Voice 
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후원했던 아브라힘 
페로탄 (Rev. Abrahim Ferotan)목사님의 
아프간교회개척사역에 대한 경과보고가 
비디오로 있게 됩니다. 이어, 10개월전 아
이오와주에서 아프간인 선교를 위해 이곳
으로 이주해온 YWAM 소속 Omed (가명) 
백인 청년선교사부부가 직접 자신들의 전
도활동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아프간선교
를 위해 타주에서 실리콘 벨리를 선교지로 
여기며 이주해 온 여러 선교사가정들 중의 
하나입니다. 흥미롭게도, 지난 해에는 아프
간인선교에 관심을 가진 두 백인청년부부
가 멀리 타주에서 Fremont으로 이주해 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하여 아
프간인 선교에 뜻을 둔 사람들이 격 주 목
요일, 헤이워드에서 기도회를 가지며 선교
전략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번 약 15명정도
의 선교사와 목사, 지역교회의 선교팀장들
이 모여 기도하는데, 추수 때를 앞두고  기
도로 사람들을 모아 주시는 주님의 특별하
신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둘째로, Richmond와 Berkeley 지역의 
티벳교회개척 현황과 계획들에 대하여 오
클랜드소재 몽골제일교회의 “바비” 쫄부 나
란짜쯔랄(“Bobby” Zolboo Narantsatsral) 
목사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바비목사님
은 지난 해 말, 개인사정으로 이 곳을 떠난 
쏠몬 목사님 (Gelenkhuu Tsolmonbaatar)
에 이어 티벳교회개척을 위해 헌신하신 분

입니다. 골든 게이트 신학교의 평신도 신학
과정(CLD)를 마친 후, 티벳선교를 위해 결
단하며, 지난 3월 목사안수까지 받았습니
다. 지금은 아내(Enkhzul Ganbold)와 더
불어 오기목사님(몽골제일교회 담임목사
님)내외와 함께 티벳불교 승려로부터 티벳
어를 배우고 있으며, 티벳 2세들의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황인주 (Abe Hwang)선교사
님의 Hmong족 선교보고가 이어집니다. 
Fresno지역에서 미국교회의 선교목사로 
17전부터 몽족선교를 위해 헌신하셨던 목
사님은 2007년 하모니교회를 개척하여 한
인성도들과 더불어, 그 지역 9만여명에 이
르는 몽족들의 전도를 위해 힘을 다하고 있
습니다. 남가주의 몇 몇 교회들과, 북가주
의 뉴비전교회와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매
주 토요일, 혹은 여름단기선교로 전도사역
에 동참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라없이 산
간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들 몽족난민 이민
자들은 월남과 라오스가 공산화되고 핍박
이 오자, 1975년부터 미국으로 난민이 되
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Fresno는 91,244명
(Census 2010)의 몽족이 거주하는 미국내 
몽족 최대거주지입니다. 그리고, 베이지역
으로부터 약 3시간 거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는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an Jose 남쪽 지역에서 소
외된 소수민족들의 어린이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개척사역을 펼치고 있는 정태
군(Peter Jung) 목사님과 그의 Guiding 
Light Project (GLP) 사역이 소개됩니다. 
Peter 목사님은 지역초등학교 학생들의 숙
제를 돕기 위해 매 주 화, 수요일 방과 후 학
교인 Homework Club을 운영합니다. 청소
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커뮤니티 센터에
서 이민초기단계에 있는 소외된 소수민족 
자녀들의 학과공부를 돕는 사역입니다. 또
한, 매 주 토요일은 재미있는 게임, 성경이
야기, 공작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민족 어
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목요일에는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
를 드립니다. GLP의 사역은 반기독교 정
서가 강한 타종교, 타문화권의 소수민족전
도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전도방향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들의 어린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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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발견을 통해, 오
는 9월1일부터, 아프간민족들의 집중지인 
Fremont의 Centerville Community Center
에서도 Homework Club이 시작됩니다. 고
등학교 이상연령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One Voice가 시작되었던 2011년 이래, 
지금까지 21개의 교회 및 단체, 그리고 총 
79명의 기명 개인성도들(작년 한 해는 43
명)이 모아주신 헌금과 두 손의 기도가 있
어 소수민족사역자들을 도우며 교회개척
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
니다! 더우기,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뉴라
이프교회에서 베이지역의 목회자들의 쉬
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6년째 드려지는 
기도회에 아프간목사님, 몽골교회 목사님 
또한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이른바 다민족 
기도회가 매주 드려지고 있습니다. 원 보
이스의 동력은 바로 이 목회자 화요연합기
도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One Voice는 베이지역의 소수민족들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자신
의 조국, 민족, 언어그룹, 그리고 종교그룹
을 주께로 인도하는 꿈을 꾸며 시작되었습
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이 꿈은 단지 
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한인이민교회에
게 주신 소명이며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이지역 소수민족들을 아들까지 내어 주
시며 끝까지,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거룩한 선교사역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베이지역의 소수민족
들의 부흥을 통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때가 반드시 올 것
입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서 한 목소리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실리콘 밸리가 있는 이 
베이지역에 있음이 “소명”이 되고, “사명”
이 되어 “생명”을 다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후원과 협력이 한 목소리로 하나
님께 올려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곳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입는 시간이 되
길 또한 소망합니다. 

장소를 제공하시고 간식을 준비해 주신 
새누리교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손경일 담임목
사님께, 그리고 행사준비를 위해 정성을 다 
해주신 새누리교회 선교부 김성철집사님, 
임마누엘장로교회의 문병용집사님, 상항
중앙장로교회의 문일성장로님, 뉴라이프

교회의 이순범집사님, 새소망교회의 윤욱
현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찬양을 
해 주신 몽족 유스성가대, 몽골교회 청년
찬양팀, 그리고 랩으로 기도를 인도해 주신 
DIVIN3KINGDOM의 DK목사님에게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 One 
Voice는 이미 산호세 새소망교회(담임 윤
각춘목사)에서 열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서
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하
신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터에, 그리고 사역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이 베이지역의 모든 민족 구원의 소명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
다. 오늘, 이 사명을 위해 모인 이곳이 성령
의 충만을 입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곳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유기은 목사 (pastor Kieun Yu)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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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서강희 (새누리교회) 
· 동시통역 : 김남수 (새누리교회)

1. 개회선언 및 인사: 김성철 집사 (새누리교회 선교부)

2. 찬양 (다함께) : 새누리교회 찬양팀

3. 기도 : 이순범집사 (뉴라이프교회 다민족선교팀) 

4. 말씀 : 손경일목사 (새누리교회 담임목사)

5. 원보이스 사역 소개 : 유기은 목사 (One Voice 소수민족선교)

6. 민족사역자들의 사역보고 :

         ① 아프간민족교회 개척보고 
 ■ 비디오보고-아브라힘 페로탄 목사 (Rev. Abrahim Ferotan)
 ■ 보고 - Omed (YWAM) 
 ■ 비디오보고-팀 포테스큐 선교사 (Global Gates)

      >> 몽골 제일교회 청년부 찬양 “크시도다 주하나님” How Great is Our God << 

         ② 티벳민족 교회개척 보고 : 바비목사 (쫄부 알탄게렐, 오클랜드 몽골제일교회) 

         ③ 몽족 선교소개 - 황인주목사 (하모니교회, Fresno 프레스노)

         ④ 소수민족 어린이선교 - 정태군 (Peter Jung) 목사 
             (Guiding Light Projects, San Jose산호세) 

7. 헌금과 후원약정의 시간 (약정서 작성):  
       - 특별연주: 하모니교회 몽족 유스찬양팀     

8. 민족교회 개척사역과 사역자들, 베이지역을 위한 기도 : 
     - 다니엘 김 목사의 랩 기도 (Rev. Choongman Kim, Christian Rap Artist, )  

     - 오기 룹산목사 (오클랜드 몽골제일교회) : 민족 사역자들을 위한 연합기도 
       (단상에 함께 모여)

     - 마무리 찬양 (새누리교회 찬양팀) - “One Voice”

9. 헌금기도 및 축도 :  손원배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10. 광고 및 간식: 연결과 협력의 시간 (친교실)

One Voice 2015 순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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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우
리들의 모임의 뜻이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 방언이 존재
하지만 그 방언들의 

다름을 넘어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된 
우리가 함께 모여 “사랑”이라는 한 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성경은 분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
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
을 들여 언어와 관습이 전혀 다른 나라 민
족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땅끝은 꼭 
지리적인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베이지역에
만 수 많은 땅끝 민족들이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우
리는 그 일을 오랫동안 생각하지 못했습니
다. 이제 One Voice를 통해 이 베이지역
의 교회가 연합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
는 “땅끝 민족과 방언”에 복음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한 사명을 위해 함께 모
여 우리가 먼저 “하나의 소리”가 되어져야
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언
어를 넘어서고, 우리가 먼저 문화를 넘어
서서, 이 땅에 있는 “땅끝 민족과 방언”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하는 시간이 우
리 안에 잊고 살아가던 그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불태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
합니다.

소망을 잃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
수님이 만나주셨을 때 낙망했던 그들의 마
음이 뜨겁게 변했듯이, 이 땅에서 소망없
이 살아가는 “땅끝 민족과 방언”들이 예수
로 인해 뜨거운 소망을 찾는 계기가 다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보이스를 통해 
아프칸 community 
Tutoring 사역을 준

비해 나가며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슬
람 community 와의 관계형성을 위해 어린 
아이들을 먼저 복음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
을 인식하고 이란 난민  Tutoring 을 약 1
년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했고, 
그가운데 교회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필요
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
운데 원 보이스에서 이 사역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거기에 맞는 분들이 예비
되어 모든 일들이 잘 준비되어 감을 보고, 
하나님께서 연합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여
기신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선할뿐 아니라 그 과정가운
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야, 정
말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임을 다
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이후의  교사를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인도해 주실 것
을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도 함께 중보하며 구하였으
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원보이스 
준비 및 후원모임를 
새누리교회에서 가지
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멀리가는 선교에 주로 관심
을  갖고 사역을 해 왔었는데 베이지역에
도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고  그들에게
도  동일하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의 마음을 생각할 때, 원보이스 사역은 정
말로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곳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달함으로
써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복음으로 변화된 이들이 자기 고국을 
방문하여 자기 종족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
과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멀리 비행기
를 타고 가서 하지 않아도 이 곳에서 선교
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원보이
스 사역이 이 베이지역에 사는 저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중 하
나임을 믿습니다.

격려의 글 

손경일 담임목사
새누리 교회

문병용 집사
임마누엘 장로교회
내지선교부

김성철 집사
새누리교회 선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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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

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구촌에 수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가 있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
직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One Voice는 침체된 미국내선
교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귀한 사역을 감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과 문화, 그리고 언어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이야 말로 21세기의  
최대의 선교지입니다. 미국이 바로 서야 다
시 한번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
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선교에 전념하다 
보니, 국내선교에  조금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매일 수 많은  이
방종교들을 가지고 이민자들이 미국에 몰
려고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는  교회들이  선교사를 더 보내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니 전도대상자들을  직접 우리
가 살고 있는 이 곳까지 보내신 것은 아닌
지 모릅니다. 미국 내에 있는 수 많은 종족
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좀더 
많은 기도와 열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
금의 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들을 실감합니
다. 유일한 돌파구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
니다. 교회가 어렵고 세상이 핍박을 할수록 
우리는 피묻은 복음을 더 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국내 소수민족 선교
를 위해서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주며 바른 
정보와 정확한 선교를 가이드 해주는 One 
Voice의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

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
니” (사 43:19).

원보이스 2015년 소수민족 선교 컨퍼런
스를 축복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북가주지
역에 상주하는 각 민족들의 교회가 세워지
고 또한 이들을 통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을 보게 되
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 원 보이스 컨퍼
런스를 통하여 상항중앙장로교회성도들이 
티벳교회를 품고 기도하며 교회개척을 시
작하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그 길이 마치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같은 일
임을 성령께서 알리시고 인내를 갖고 시작
하게 하셨습니다. 쏠몬목사님을 통해 그 첫
발을 내딛게 하시고 이제 그 후임인 바비목
사님을 통해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
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 지는 하나
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
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
니다. 중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
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역가운데 상항중앙장로교회성도를 포함
한 원보이스 후원자들이 있음은 큰 축복입
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
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
임이라” (사 35: 6). 아멘!

문일성 장로
상항중앙장로교회

황인주 목사
하모니교회 
몽족선교
Fresno,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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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e Voice 사역이란? 소수민족교회 개 
   척을 위한 한인교회들간 전략적 선교연
   합운동 

원 보이스는 수많은 민족들로 가득한 미
국을 한인교회들의 첫 선교지로 인식합니
다.  이런 의미에서, 원 보이스는 4,000여
개 한인이민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북미주, 
가깝게는 300여 한인교회들이 존재하는 북
가주 베이지역에서 각 민족교회의 개척을 
위한 한인교회들의 전략적인 선교연합운
동입니다. 2011년, 베이지역 소수민족 사
역들을 소개하는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 원 
보이스는  한인교회들과 베이지역 민족사
역자들간 연결(networking)과 협력(part-
nering)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현
재까지, 21개의 교회와 단체, 79명의 개인
성도들이 베이지역 소수민족교회의 개척
을 위해 연결되고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
셨습니다. 이를 통해, 프리몬의 아프간민
족교회와 리치몬드지역에 티벳민족교회의 
개척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2. One Voice 미국내 소수민족 
    선교사역의 성경적 근거 및 필요성

1) 땅끝의 민족/종족적 개념: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의 
“땅끝”은 마태복음 28:19의 “모든 족
속”(panta ta ethne)의 측면에서 보
면,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서 민족 혹
은 종족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Jewish(유대
인), 사마리아는 half-Jewish (반유
대인, 즉 혼혈유대인), 그리고 “땅끝”
은 non-Jewish, gentiles (비유대인, 

즉 이방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땅끝의 모든 민족
들이 모여 사는 바로 그 땅끝들입니
다. 베이지역이 한인이민교회에게 주
신 첫 선교지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이민교회의 “이중적” 선교소명 (이사
야 49:6) :  한인이민교회는 지리적 특
성으로 인해 이사야의 이중적 소명을 
갖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
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
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
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
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
리라…” 한국민족을 주님께 돌아오
게 하는 일은 “오히려 경한 일”입니
다.  당연히 해야 하고, 가장 최우선
으로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러나, 동
시에, 주님이 베이지역에 300여개의 
한인교회를 주신 것은 바로 이곳에
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빛이 되라
는 하나님의 소명 때문입니다.  미국
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은 먼저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의 
부흥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베이
지역 소수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One 
Voice사역은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한인이민교회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3) 베이지역은 세계선교의 시작점:  원 보
이스는 베이지역의 소수민족들의 전
도가 곧 세계선교의 시작이라고 여깁
니다. 이곳에 이민와 있는 각 소수민
족들의 회심은 곧바로 떠나온 조국의 
자기 민족과 종족, 언어집단, 종교집
단의 선교로 이어질 것입니다. 누구
보다 그 민족의 언어, 역사와 문화를 
알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동일 민족그
룹을 위한 최고의 전도자들입니다. 

3. 미국과 베이지역의 선교지화

    (宣敎地化)의 특징

1) 미국 내 “땅끝 사람들” 1,265개 민족
그룹: 최근 IMB (International Mis-

One Voice 사역의 의미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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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n Board; www.peoplegroups.
org)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내 1,265
개 민족그룹이 존재합니다(5년전 보
고에는 481개 민족그룹). 이 가운데 
343개 민족그룹이 전도되지 못한 상
태로 남아 있고 (unreached-그룹내 
기독교인이 2%미만을 의미), 이중 
191개 민족그룹에게는 미국내에서
도 선교적 접촉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unengaged) 있다고 합니다. 언어적
인 측면에서는, 327개 언어그룹이 존
재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215개 언
어그룹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
다 (www.peoplegroups.org; U.S. 
Census Bureau, 2006-2008 Ameri-
can Community Survey).  그리
고 베이지역은 약 7백만(7,150,739; 
Census 2010)이 거주하는데, 이 가
운데, 70여개 소수민족170만 명
(1,780,376; 센서스 2000) 이 운집해 
있는 땅끝 선교의 현장입니다. 

2) 선교적 자원으로 가득한 미국: 언어
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
니다. 캘리포니아의 5세이상 인구 중 
43.1%인 14,751,000명이 가정에서 
영어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
습니다.  좀더 좁혀,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44.2%인 342,000명, 산호세의 
경우는55.5%의 489,000명이 영어에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이중언어자들
입니다 (American Community Sur-
vey 2009, U.S. Census Bureau).  이
것은 바로 우리 베이지역 인구의절 
반 이상이 영어외 다른 언어를 구사
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해당언어국 선
교의 자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베이지역은 선교의 자원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계선교를 위해서말입니다!

3) 미국내 아시안 인구의 급증:  지난 10
년간의 Census 통계에 의하면, 미국
인 전체 인구는 2억8,100만명(Cen-
sus 2000) 에서 3억8백만명(Census 
2010) 으로 9.7 % 증가 했습니다. 특
별히, 아시안 인구가 천만명에서 천
4백만명 으로 43.3 % 거의 반 이상
이 증가했습니다.  아시안 인구중 인
도이민자들이 160만명에서 280만명 
으로 10년동안 69.4 % 증가하여 가
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캘
리포니아의 경우, 아시안인구는 지난 
10년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인구집
단입니다(2000-2010년사이 31.5%
증가). 

4) 베이지역 실리콘 밸리는 세계화의 관문:  
IT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도와 중
국 등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기
술 인력들이 실리콘 밸리에 몰려 오
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리콘 
밸리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각 나라민족 IT 전문가들이 복음으로 
변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순식간에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 한인성도들과 
한인교회는 이 세계선교를 위한 중심 
중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4. 민족그룹 2세대에게 전도의 문이 활짝

1) 이민 1세대 전도의 어려움: 지금까지 
One Voice의 소수민족 선교는 1세
대 리더를 통해 1세대를 대상으로 진
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큰 장벽
에 부딪쳐 왔습니다.  모슬렘은 미국
에서 더욱 모슬렘이 된다고 합니다. 
불교도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지
키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자녀들이 미국사회에 신속히 
적응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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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소수민족 이민자들은 자녀들의 
학과공부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라면 그 운영자의 인종과 종교는 그
다지 상관하지 않고 자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 소수민족 2세 전도 전략 : 몇 년전 Mil-
pitas Elementary School에서 진행
중인 Kids Club에 자원하여 교회 청
소년들과 함께 봉사한 적이 있습니
다.  매주 수요일 오후 방과 후에 여
러 지역교회의 20여명의 자원봉사자
들이 초등학교 강당에 모여 숙제를 
도와주고,  운동장에서는 남자아이
들을 위해  특별히, 스포츠 프로그램
을 운영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시크교도의 자녀, 힌두교 자녀, 불교
도의 자녀들이 참가했는데 부모들로
서는 방과후 3시간동안 자녀들을 맡
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며 강당에서 그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
다.  참가한 어린 학생들이 모두 “Je-
sus loves me. This I know !”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소수
민족 부모들은 그것을 보며 함께 박
수치며 기뻐합니다.  영어로 노래를 
배우고 있는 정착초기의 이민자 부모
들에게 이 Kids Club 은 무료 영어
교실이며, 안전하고 유익한 baby sit-
ting 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들은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
사하게도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그리
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인교회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
참하길 소원합니다.  “여기에 한국 교
회가 많은데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
었으면 합니다….!’며 Kids Club을 인
도하시던 백인 목사님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한편, 소수민족 어린이전도를 통해 
교회개척을 시작한 Peter Jung 목사
님의 Guiding Light Project(GLP)
의 사역은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www.guidinglightproject.com). 
이 사역은 산호세 남쪽지역에서 소외

되어 있는 소수민족 자녀들의 학업을 
돕습니다. 방과후 숙제를 돕는 주2회 
홈웍클럽(Homework Club), 토요학
교, 무료의 아카데미 캠프 등을 통해, 
GLP는 매우 효과적으로 이들 소수민
족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수년동안 가정폭력, 
성적학대 등으로 피폐해진 어린 아이
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던 히스패닉 어린 소녀 하나를 홈
웍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이 소녀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Peter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속으로 같이 
울었습니다.  이 실리콘 밸리, 우리들 
가운데 먼 타국으로부터 와서 정착하
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어려운 환경
의 난민, 노약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듯, 아프간인 집중지역인 프리
몬과 티벳인 주요 거주지인 버클리, 
리치몬드 지역에서  소수민족 2세대
를 겨냥한 교육사역이 매우 절실하
며, 많은 교사 자원자들이 필요합니
다.  현재 One Voice는 Afghan Co-
alition과 Tibet Association of Nor 
Cal (TANC) 담당자들을 만나 자녀
교육 프로그램의 시작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간인 집중거주지역에 있는 com-
munity center를 정기적으로 빌려 9
월 1일부터 방과후 홈웍 클럽을 시작
합니다. 이미 사용할 시설의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중고등학생이상 
연령의 우리 자녀들이 자원봉사로 가
르치며 Community Service Credit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Afghan 
Coalition의 director는 홈웍클럽이 
시작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프간주민들 전체에 홍보해 주겠다
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관없
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소수민족들의 부흥이 이들의 자녀들
로부터 시작하여 1세대들에게로 불
붙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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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2015년 One Voice에 헌금하신 교회와 개인들(Offering Donors) 

· 후원하신 교회 및 단체 Sponsoring churches and organizations

뉴라이프교회 New Life Church (위성교목사 Rev. Sung kyo Wee)

버마 크리스찬 패밀리 교회BURMESE CHRISTIAN FAMILY CHURCH (Rev. Lagwi Bawm Luk)

산호세순복음중앙교회 Full Gospell Central Church (박길성목사 Rev. Gil Sung Park)

상항 중앙 장로 교회Korean Centeral Presbyterian Church (권혁천목사 Rev. Hyouk Chun Kwon)

샘솟는 교회 Spiritual Fountain Church (성수남목사 Rev. Soo Nam Sung)

생명길  선교회 Life Road Mis1sion-Hong Kong (윤형중목사Rev. Hyungjoong Yoon)

세계선교침례교회World Mission Baptist Church (고상환목사 Rev. Sang Whan Ko)

임마누엘장로교회Emmanuel Presbyterian Church (손원배목사Rev. Wonbae Son)

주손길 장로 교회 JooSonGil Presbyterian Church (박순철목사 Rev. Soon Chul Park)

큰마음  바른교회God’s Way Church (박상돈목사 Rev. Barnabas Park)

트루라잇교회 True Light Church (강밝내목사 Rev. Paul Kang)

해피밸리교회 Happy Valley Christian Church (김강원목사 Rev. Kang Won Kim)

(총 12개 교회 및 단체)

· 후원하신 개인들 Sponsoring individual Donors

o 2회이상 약정헌금 보내신 분 (총 15) Those who made offerings more than 2 times

강 혜경, 권순용, 김옥란, 김주호/혜은, 명수정, 신옥현, 유동우, 유영숙(Rose), 유옥근/

시원, 이교호, 이창섭/Jennifer Lee, 이희준, 임창만/황명혜 , 조국선, David Ki Park

o 일시불 (총 28, 무명제외) Those who made one time offering

김윤정, 김재윤, 김재홍/빛나, 김창조, 나종열, 박미은, 박성희, 안은숙, 오혜정, 이

광용, 이두만/경순, 이인모, 이효정, 인 구현, 정병대, 주손길교회 주사랑회, 이복화

(Bok Hwa Yi), 문병용(Charlie Moon), 하치호(Chiho Ha), Chris M Choi, Heejae 

Kim, Hi Young Yang, Hyo Yi, Josephine Jiahi Park, Ki Hyung Kim, Paek Mi 

Kim, Peter U Jhun, Seung Nyeon Kim, Yeon Shim Lee, 다수 무명

2. 2014-2015년 회계보고  Finance Report (2014-2015)

재 / 정 / 보 / 고  Financial Report  

Event expense (designer, advertisings, prints)



12 2015

①  아브라힘 페로탄 목사 - 비디오 보고
아브라힘 목사님은 파슈튼 출신으로 2012년부터 원 보이스에서 4년째 후원하고 있는 

아프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10년간 뉴델리에서 아프간 교회를 개척하여 활동적으로 
섬기신 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헤이워드에 거주하며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이 이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 이민비자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브라힘목사님은 같은 동족 모
슬렘들의 위협과 따돌림 속에서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2014년 4월 14일 첫 아프
간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는,  아프간인 개
인전도를 뉴라이프교회와 함께 하고 있으며, 몇 명의 아프간인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열리는 아프간선교를 위한 사역자들의 기도모임을 Tim 선
교사(Global Gates) 와 함께 조직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곳에 아프간선교
를 위해 오고 있는 여러 백인 선교사들에게 아브라힘 목사님은 파슈토어 언어와 아프간
문화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베이지역에서 아프간선교의 새로운 일꾼들을 양성하
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지역의 유일한 아프간 목사로서 여러 아프간사역의 구심점 역
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ferotanabrahim@yahoo.com

② 오메드Omed (가명, YWAM 소속선교사) -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가명 사용)
저희는 2009 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참가했

던 퍼스펙티브스 선교클래스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었고, 모

Checks Payable to “One Voice”
헌금 보낼 곳 3609 Rutledge Cmn. Fremont, CA 94538

* 후원해 주신 헌금은 민족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을 돕는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One Voice를 섬기는 모든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사역소개 1. 베이지역 아프간 선교 보고

i. 회계: 이순범집사 (Sam Lee) - ITNet (ItNet4m.com) , 뉴라이프교회 다민족선교팀mont, CA 9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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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렘들과 복음을 나누길 소원하는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탈레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Isa al Masih (예수 메시아)를 알게 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
다. 하나님께서 제 남편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 주셨는데, “탈레반 구성원을 포함하여 파키
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셀 수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우리가 아프간 사람들을 포함한 파슈튼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
도록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도 역시 믿음의 친구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지말고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환상이 우리를 2014년 1월에 캘리포니아로 오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전도단 베이 지역 팀 (YWAM Bay Area)과 일하며 또한 여러 교회와 단
체의 믿는 자들로 구성된 프리몬에 있는 한 팀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메드Omed”
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가지의 주요 언어인 다리어와 파슈토어로, “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의 모든 면에서 희망으로 가득찬 아프간 사람들을 볼 수있
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 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프간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세계로 나갈 수 있는 제자도를 갖도록 한다 : 
이를 위해 저희는 

· 사랑의 언어로 성경을 공부하고 불신자들을 제자로 만들며,
· 억압 받는자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 아프간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 아프간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서 살며 일하고,
· 모슬렘들에게 전도하길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기회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

니다.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거나 그들의 문화에서 사람들을 빼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
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프간 사람
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킬 것입니
다.  우리의 많은 아프간 친구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평
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이들의 병을 
고치시기도 했고, 단순한 친절을 통해 치유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친
구들과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영어 또는 운전을 가르치고, 그저 외로운 사람들에
게 친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프간 사회에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살며, 일하고 함께 삶을 즐깁니다! 일년동안 우리는 문화, 언어를 배
우고, 그들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아프간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프간 사회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카
불”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원 봉사로 영어와 건강 클래스를 가르치고, 현재 몇 명
의 아프간 지도자들과 가정폭력 여성피해자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그룹을 시작하고 있습
니다. 우리는 이 그룹을 통해 이 여성들이 치유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지역 병원에서 많은 아프간 환자들을 위하여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헬스클럽에서 일하는 개인 트레이너이며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방법으로 체

력단련 (Fitness)을 사용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Qawe 바벨이라는 Little 
Kabul의 한 체육관을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일하며 기도합니다. Qawe는 다리어와 파슈
토어로 몸의 활력 품성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의 비전은 아프간 지역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도록 강한 성격과 신체를 소유한 남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 곳이 남자들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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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며 시간을 같이 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체육관은 또한 그들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
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직장 경험을 알려주기 위해 아
프간 사람들에게 일년 유급 인턴쉽을 제공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일년의 인턴기간 동안 남
성 크리스찬들을 통해 격려와 제자훈련을 받고 그들 주변의 지역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
록 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 가정 폭력의 사람들이 아프간 문화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 나도록 - 그 남성들이 여성

들을 공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성들은 예수님을 알게 될 것 입니다,  그분 만이 그
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 다리어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진정한 한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
질 수 있도록

· 더 많은 친구들이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자 하도록
· 재정, 투자자, 직원, 인턴들이 Qawe 바벨에 오도록!

연락처-- omedbayarea@gmail.com

③ 팀 포테스큐 - 글로발 게이트 네트웍  Tim Fortescue of Global Gates

2004년부터 저희 글로발 게이트 선교단체는 이 베
이지역의 아프간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1년동안, 이 지역의 
아프간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미 전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프간 집중촌이 된 프
리몬 지역은 선교의 제자도를 가르치는 실습장이 되
었고, 모슬렘들과 전도되지 못한 수많은 민족그룹들
에게 효과적으로 나아가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동
원하는 원리들을 배우는 귀한 훈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아프간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이민자들뿐 아니라, 자국 아프가니스탄에도 복
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아프간 사람들과 같이 미국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수많은 민족그룹들이 수십년동안 선교의 대상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글로
발 게이트는 이런 맥락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
가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도시가 바로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라 여기고, 이 곳에
서  도시선교에 중점을 두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다음의 주소로 이
멜 해 주세요. 

연락처--reachcalifornia@globalgates.info

사역소개 2. 베이지역 티벳선교 보고

바비 목사 (쫄부 알탄게렐, Zolboo Altangerel) & 엥크줄 간볼드 사모 (Enkhzul Ganbold) 

지난 2014년, One Voice 에서 북가주내  티벳교회개척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고나서,  티벳민족을 위한 프로젝트를 상
항중앙장로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시작하였습니다. 몽
골교회 쏠몬목사님이 티벳민족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여 토
대를 마련해 두었으며, 이제 바비목사님이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티벳어를 배우고 있으며, 티벳
공동체와 관계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일을 축

복하여 주심을 믿으며 사막에 강을, 광야에 길을 내는 것같은 시작이지만 그 나중은 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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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바비목사님을 소개하고 그 비전을 
나눕니다 (문일성 장로, 상항중앙장로교회).

저는 평소에 목회를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아내와 아이들을 키우며 교회의 일
원으로 봉사하며 살려고 했지요. 하지만 하
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고 저의 평범
한 꿈은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계획되었습니
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앞에 나서는 것을 투
려워 했고, 특별히 찬양리더로 선다는 것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또한 목회자는 절대 아
니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저
를 바꾸셨고, 하나님의 요구에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찬양리더자로 그리고 이
제는 티벳민족을 위한 전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제 생각이 바뀌고, 티벳을 향한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사탄 아래서 고통당하는 
이 티벳민족을 이해하게 되고 제가 그 일을 맡게 된 것도 티벳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티벳민족을위한 선교전략  
티벳과 몽골은 전통적으로 가깝습니다. 매우 유사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

굴과 음식 그리고 이름도 아주 비슷합니다. 따라서 티벳사람들은 우리 몽골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민족과는 달리 매우 우호적이고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역할 때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저는 티벳의 젊은 세대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른들보다 더 
열려있으며 생각도 다릅니다. 또한 그들은 티벳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저는 
첫째,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둘째, 수학이나 과학, 영어를 가르치며 대학준비 및 컴퓨터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였기에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젊은이들은 활동적이며 특히 티벳 젊은이들이 농구를 좋아하기에 같이 농구하면서 

농구토너먼트를 열 생각입니다.
넷째, 법적인 도움을 주려고합니다. 장학금이나 경제적인 도움 또는 이민과 관련하여 도

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헌신된 제자를 찿고 셀그룹이나 티벳교회가 이 북가주에 세워지고 나아가 티

벳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Contact : 바비 목사 Rev. Bobby  <zolboo_0806@yahoo.com>tel. 510-604-5511

황인주목사 (하모니교회, Fresno, CA)

저는 프레스노에서 2007년 하모니교회를 개척하여 이 지
역 한인들과 유학생 성도들과 함께 아시안 난민들 중 몽족선
교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몽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토요일
에 아웃리치를 하고 있습니다. LA지역에 소망장로교회, LA 
온누리교회, 뉴비전교회(밀피타스)의 한 가정교회, LA 사랑
의교회 국내선교팀 등이 매달 한번씩 이곳으로 와서 담당 지
역을 전도(아웃 리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한인성도 출석은 약15여명인 반면,  아시안 주일학

티벳승려인 교사로부터
티벳어를 아내와 함께 배움

사역소개 3. 베이지역 몽족선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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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학생들은 약70여명이 모입니다. 그
리고, 토요일 전도행사에는 최대 몽난민 
300명이 참석하기도 합니다. 후레스노
와 인근에 약10만여명의 아시안들이 살
고 있습니다. 그중에 후레스노에 몽족난
민이 약6만명과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
남, 미얀마, 태국난민들이 3만여명이 거
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에 
각 지역을 돌며 심방하고 교회예배 초청
장을 전달하고, 주중에  주일학교 부모
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친분관계를  
쌓아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년에 한
번 있는 부모 초청 잔치날에 아이들과 
부모 온가족을 초청하여 소 한마리를 잡
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1975년 월남 패망이후에 민주주의 편에  서서 싸웠던 몽족 난민들과 동남아 소수 부족
들은 오고 갈곳이 없이 공산당들에게 쫓김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월남 패망이후
에 먼저 미국에 왔던 군인가족들과 몽족 지도자 몽따우라는 분이 미국과 세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라오스에서 산을 넘어서 태국으로 피난갔던 몽족들을 난민 
캠프에서 미국으로 데려왔고, 정착지를 후레스노로 정했습니다.  난민들 대부분은 동남
아 정글지역 산속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며 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고 할수 있는일은 농업
이었기에 샌추럴벨리 농장지대의 중심인 후레스노로 미국 정부가 정착을 주선하여  지금
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수의 몽족 이민자들의 삶은  정글에서의 삶과 문화를 완전히 바꾸지 못하
고 잘못된 관습과 미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들 가운데 상위10% 정도는  주
류사회에서 활동하며 또한 경제적으로도 잘사는 편에 속합니다. 학력도 높아졌고 나름대
로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난민들은  아직도 최저 임금
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며, 인생을 바
꿀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복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몽족 난민들은 부족으로 살아 왔던 소수민족이기에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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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를 매우 사모하며, 청소년들은 한
국 문화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높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몽족 학생들입니다. 

 부모들은 농장에서 대부분 일하기에 농장으로 직접 방문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친구관
계를 맺고 있습니다. 먼저 친구가 되어야  복음의문이 열립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음식을 나누며 먼저 가까운 친구가 되면  일단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회로 나갈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면 부모가 서서히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한 가정에 보통 10명이
상을 낳기에 한 가정만 전도해도 많은 숫자입니다.  몽족 2세들은 영어로 소통할수 있고  
몽족 난민 아이들은 자기 부모님들의 언어를 말할수 있기에 가정을 방문시 자녀들은 훌륭
한 통역자요 전도자가 됩니다.

 하모니교회와 비젼
· 이 지역 몽족 및 난민들9만여명을 일차적인 전도대상자로 생각하고  10년안에 10%를 

주께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 가난한 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후레스노 남쪽 지역에서 건물을 값싸게 렌트하여 

문화센터를 만들고  주일에는 예배를드리며, 평일에는 한글학교와 직업 훈련, 숙제 도
우미, 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 지금 출석하는 몽 난민 중고등학생들을 교사와 사역자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족언어를 알기에 몽족을 위한 최적의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 보다 많은 협력교회들이 매주 토요일뿐 아니라, 공휴일, 그리고 방학 때마다 정기적으
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훈련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더 이상, 자비량이 아니라, 후원을 지원받아 복음 사역에 전념하길 원합니다. 이 부분
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가난한 가정의 몽자녀들을 한인 가정들과 결연맺기를 원합니다. 방학 등을 이용하여 
모범된 한인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몽족들
의 가정은 이혼 혹은 싱글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
상적인 가정에서 삶을 배울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크리스천가정은  산 신앙 교육장이 될것입니다.

· 차량이 필요합니다. 주일에 15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르
치기 원합니다 몽족 어린이들은 교회에서 픽업을 해주지 않으면 교회마저 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ontact : 황인주 목사 Rev. Abe Hwang  <hecandoicando@gmail.com> tel.  559-999-8625

정태군 목사 (Rev. Peter Jung) 

요한복음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자는 어둠
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GLP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어두움에서 힘들어 하는 소외된 사람들에
게 빛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소외된 자들을 사랑
으로 품고, 실질적인 섬김과 교육을 바탕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돕는 선교지향
교회 입니다.  우편번호 zip code 95111 (South San Jose) 에는 60 %가 히스페닉, 30 %
가 아시안(베트남), 그리고 10% 가 백인과 타인종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한 수가 
멕시코와 베트남 이민 1세대입니다.  이 지역은 East San Jose와 경계되는 곳이라서 갱들
로 인한 살인과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특

사역소개 4. 소수민족 어린이 사역 Guiding Light Project Church (G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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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 곳은 결손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경제, 교육, 가정, 치안, 
타종교) 속에서 힘들게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홀부모
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라
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GLP 교회는: 차세대를 위해서 주중 Homework Club 과 해마
다 여름 아카데미 캠프를 운영합니다.  환경 특성상 이 지역 아
이들의 학업 열의는 점점 줄고 있는데, 지역 내 공공교육기관의 
지원은 충분치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학습지도능력이 뛰어
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방과 후, 토요일, 방학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업을 돕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곧 저
희 사역의 대상이고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GLP 교회는: 사역의 모든 초점을 지역 주민들에게 맞추고 있
습니다.  어버이날 헹사. 입던 옷 나누어 쓰기, 성탄절 이웃초청 
잔치 등을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계획하
고 실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
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하여 언젠가 자연스럽게 그 복음
에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조금씩 씨를 뿌리며 항
상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GLP 교회는:  로컬 선교지 교회입니다.  GLP 교회는 베이 지
역이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내 선교가 하나님께서 
미국교회들에게 주시는 비젼인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 한인 
교회들이 와서 GLP와 손잡고 협력해서 이 어두운 지역에 하나
님의 나라가 이루어 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 지길 기도합니다.

GLP 교회의 비젼에 동참해 주세요.
1.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세요.  GLP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
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세요 . 
2.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a. GLP 교회가 진행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는 훌륭한 자
원 봉사자들이 필요 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참여도 환
영합니다. 
b. GLP 교회는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비해 늘 재정적으로 부
족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 드
리고 있습니다.
c. Fremont 에 위치한 Centerville Community center에서  
Homework Club이 올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지역은 많
은 아프간 이민 가정들의 거주지 입니다.  이 사역은 One Voice
의 유기은 목사님과 같이 시작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모슬림 
아이들과 부모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

오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자원 봉사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Contact :  Rev. Peter Jung (Pastor/Director)   <glp95111@gmail.com>  Tel. 408-314-
9126    www.guidinglightproj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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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해One Voice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

다  ◈  장소와 간식을 담당해 주신 새누리교회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 전해주신 손경일담임목사님 

준비기간 내내 함께 기도하며 스탭으로 헌신해 주신 뉴라이프교회 다민족 선교팀의 이순범집사님, 

새누리교회 선교팀의 김성철집사님, 임마누엘장로교회 내지선교부 문병용집사님,  상항중앙장로교

회의 문일성 장로님 

동시통역을 훌륭하게 맡아 주신 김남수 성도님,  멋지게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신 서강희 사모님,  기

도 순서를 맡아주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를 인도해 주신 오클랜드 몽골제일교회의 오기 룹산목사님 v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축도를 해 주신 임마누엘장로교회의 손원배 담임목사님 ◈ 특별찬양을 해 주신 

몽족 유스성가대, 몽골교회 청년찬양팀, 그리고 귀한 랩찬양을 해 주신 DIVIN3KINGODM의 김충만

(Daniel Kim)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 One Voice 2016 행사장소로 새소망교회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아프간 선교에 힘을 

보태주시는 윤각춘 담임목사님,  박수상 EM 목사님, 윤욱현장로님 감사드립니다. 

2011년 이후 2015 3월까지 원보이스 회계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손길장로교회의 김옥란

집사님 ◈ 대외홍보를 위해 신실하게 수고하신 강혜경집사님 ◈ 책자의 수정과 편집, 영어교정을 맡

아 수고해 주신 산호세순복음중앙교회의 박지혜성도님에게 또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고

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신 새누리교회 찬양팀에게 뜨거운 박수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역보고를 해주신 Rev. Abrahim Ferotan, Rev. Bobby Zolboo Narantsatsral, YWAM Omed, Tim 

Fortescue 선교사,  Peter Jung목사님, 황인주목사님Rev. Abe Hwang 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One Voice사역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화요기도모임의 목사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

음을 전합니다. 

책자의 디자인에 큰 도움을 주신 홀리 배너(Holy Banner-www.holybanner.com)사와 훌륭하게 프린

트 해주신 High Tech Printing 에 큰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를 후원해 주신 크리스찬 타임스 (임승쾌장로님, 서해남목사님)와 한국일보 (이민규부장님, 손수

락기자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멀리서 무슬림선교 훈련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오셔서 자료들을 나누어 주신 Crescent Project의 

Greg & Cindy Hardy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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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벨리가 모든 민족의 라이프 벨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실리콘 벨리의 부흥
이 온 세상의 부흥이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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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라”(사도행전 1:8)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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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
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이사
야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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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민족/언어별 인구분포 (S.F. 베이지역) 
(source: YWAM, /www.ywamsanfrancisco.org/resources/unreached-people-groups-bay-area/

표 15. 미국내 해외출생자  비율 (2007-2009) 3년 추정치
 (source: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2007-2009, 3 year estim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