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원 보이스 사역의 필요성
과 베이지역 티벳선교의 필요성

명(1,780,376; 센서스 2000) 이 운집해
있는 땅끝 선교의 현장입니다.

1. One Voice 사역의 필요성
및 의미 Why“One Voice”?

b. 미국내 아시안 인구의 급증하고 있
습니다. 지난 10년간의 Census 통계
에 의하면, 미국인 전체 인구는 2억
8,100만명(Census 2000) 에서 3억8
백만명(Census 2010) 으로 9.7 % 증
가 했습니다. 특별히, 아시안 인구가
1천만명에서 1천4백만명 으로 43.3 %
거의 반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아시안
인구중 인도이민자들이 1백60만명에
서 2백8십만명 으로 10년동안 69.4 %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
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아시안인
구는 지난 10년동안 가장 많이 증가
한 인구집단입니다(2000-2010년사이
31.5%증가).

1) 땅끝의 민족적 개념: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
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의“땅끝”은 마태복음 28:19의“모든 족
속”의 측면에서 보면, 지리적인 개념을 넘
어서 민족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
므로,“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Jewish(유
대인), 사마리아는 half-Jewish (반유대인,
즉 혼혈유대인), 그리고 땅끝은 non-Jewish,
gentiles (비유대인, 즉 이방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땅끝의 모든
민족들이 모여 사는 바로 그 땅끝들입니다—
베이지역이 한인이민교회에게 주신 첫 선교
지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세계 복음화로 나아가는 자원이 바로
베이지역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선교적 자원으로 가득한 미국: 언어
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5세이상 인구 중 43.1%인
14,751,000명이 가정에서 영어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더 좁혀, 샌
프란시스코의 경우, 44.2%인 342,000명,
산호세의 경우는55.5%의 489,000명이 영
어에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이중언어자
들입니다 (American Community Survey
2009, U.S. Census Bureau). 이것은 바로
우리 베이지역 인구의절 반 이상이 영어외
다른 언어를 구사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해당
언어국 선교의 자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
로 베이지역은 선교의 자원으로 충만한 곳
입니다. 이곳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3) 현재 미국은 인종의 갈등을 넘어 종
교간 갈등: 수많은 이민자들은 미국에 이
주할 때 자신들의 종교와 함께 오게 됩
니다. A New Religious America -How a
Christian Country Has Now Become the
World’s Most Religiously Diverse Nation
(2001)에서 저자Diana Eck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앞으로 21세기의 미국은 인
종의 다양성이 문제가 되기 보다는 종교의
다양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로데 아일랜
드의 U-hall사무실에서, Oklahoma City의
한 체육관에서, Northridge, CA의 침대 쇼
룸에서….는 회교도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
습니다. 힌두교도들의 예배당으로 뉴욕 퀸
즈에 있는 한 창고가 개조되었고 뉴저지의
YMCA 건물이 힌두 템플로 바뀌었으며, 미
니에폴리스의 한 감리교회도 힌두 사원으

a. 미국 전체적으로는, 481개 민족그
룹과 327개 언어그룹이 존재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215개 언어그룹이 우
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www.peoplegroups.org; U.S. Census Bureau,
2006-2008 American Community
Survey). 그리고 베이지역은 약 7백만
(7,150,739; Census 2010)이 거주하는
데, 이 가운데, 70여개 소수민족1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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