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가지 사역 방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who desires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딤전2:4). 

 

한마음교회의 비전은 한마음교회의 영문 이름을 통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지은 이름이 Hanmaum International Baptist Church입니다. 이것은 사역의 

네가지 방향을 의미합니다.  

 

H (Hanmaum)는 한마음으로 이뤄가는 지역 복음화의 비전입니다.  

 

이 지역의 한인들과 이웃에게 복음의 영향력으로 reach out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한인들과 인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Larrie Elsie 목사님은 Joshua 지역에서 침례교회를 1989년에 개척해서 27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 교회를 중심으로 사방 6마일은 주거지가 아닙니다. 시골의 목장과 밭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 인근 대 여섯 개 도시에서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옵니다. 성도들이 사는 집과 교회가 멀어도 교회를 찾아오고 꾸준히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를 Larry 목사님은 관계(relationship)의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자연스럽게 교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도 한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기 위해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차를 운전합니다. 40분 50분 거리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누가 와도 사랑으로 반갑게 맞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으로 이웃을 reach out 하는 한마음교회가 

됩시다.   

    

 I (International)는 소수 민족과 난민 선교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문만 열면 우리와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인교회의 틀을 벗어나 타 인종, 

타민족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인 1.5, 혹은 2세대, 3세대 한인들이 언어와 문화와 부모 세대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이 

땅에 몰려온 다민족을 선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야합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위해 이미 2011년부터 EGA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태런카운티로 일 

년에 1000명에서 1500명 이상 난민들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EGA 사역은 이들에게 

빵(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EGA의 



다양한 수업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학습에 흥미를 갖고, 대학에도 진학할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도 잡아서 부모의 가난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한 사랑과 돌봄을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이 빵을 나누는 사역의 한 측면입니다. 이와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인도합니다. 이들 가운데 장차 자신들의 

출신 지역을 방문해 복음을 전할 아이들도 나오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B (Baptist)는 사명을 감당할 일꾼 양성입니다.  

 

일꾼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막10:45)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구체적인 그림이 희생적인 섬김입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 성숙한 

분들입니다. 세상은 섬김의 자리를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을의 자리로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갑)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But it is not this way among you, but whoever wishes to become great 

among you shall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ishes to be first among you shall be slave 

of all)” (막10:43-44).  

 

 섬김이 활발한 교회는 어느 특정인 혼자서 열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열 사람이 각 자 한 

가지 두 가지 일을 책임지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처럼 눈에 

보이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영적 성숙의 결과인데, 이것은 복음의 감격과 훈련, 기도의 씨름, 성령 충만함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숙을 위한 가능한 모든 기회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결국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낮추는 모습인데, 이것은 말씀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리는 성경공부와 같은 훈련의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C (Church)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란 우리 어른 세대의 뒤를 이어 이 땅과 세계에 복음을 확산시킬 우리의 자녀 

세대입니다. 우리는 죽고 떠나도 HIBC는 주님 오실 때 까지 남아 계속 이 지역의 복음화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역동성과 사역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만듭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면의 상처나 관계의 상처나 아픔 등을 마음에 감추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내면의 외로움, 과거의 상처, 비교의식, 분노 등과 같이 



내면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끄집어 내놓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and weep with those who weep.)” (롬12:15)고 말씀합니다. 

성취(achievement)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은 왜 즐거운지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이들을 그것을 함께 내 일처럼 기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로 인한 아픔(ache)은 사람을 울게 합니다. 내가 왜 우는지 아픔의 이유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듣고 공감해주고 아파해주는 것으로도 마음의 상처는 많이 회복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환자가 모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 신약과 구약 

그리고 복음의 약을 먹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비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뤄가고자 우리는 HIBC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