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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수교회 선교적 다음세대 Open House (한어모임: 3-13-2022, 영어모임: 4-10-2022) 

 

1. 주예수교회의 선교적 교회 역사 및 사명의 발전 

 

 1)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처한 문화적 환경과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에 대한 개교회에 부여된 사명을 찾고 그것에 헌신하는 교회를 뜻합니다. 

 

 2) 주예수교회는 지난 21 년간 “이웃을 함께 섬기는 선교적 교회,” “사랑과 정의를 위한 사회적  

    선교”라는 공동체적 사명에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 왔습니다.  

 

 3) 이러한 노력과 발전에 2011 년에는 한인교회 최초로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수여하는 사회 봉사상  

   (Elinor Curry Award)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4) 21 년간 주예수교회가 해온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 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다문화 음악축제     

    ② 한국음식 문화축제   

    ③ 노숙자 숙식제공 (CARITAS)   

    ④ 먼로 공원 급식 제공 (MONRO PARK SOUP KITCHEN)    

    ⑤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주택보수 (RENEW CREW)   

    ⑥ 아팔라치안 산골빈민 주택보수 (ASP)  

    ⑦ 국제 기아 퇴치운동 (STOP HUNGER NOW)  

    ⑧ 시설개방 (OPEN CHURCH TO THE COMMUNITY)  

    ⑨ 지역 한인사회 봉사 (SOCIAL SERVICE FOR KOREAN COMMUNITY)  

    ⑩ 선교적 교회 세미나 개최 (4 회 개최, 미주내 교회들과 선교적 비전 나눔의 세미나) 

 

5) 2020 년 이후 코로나 -19 시대를 지나며 교회는 “뉴노멀을 넘어 지저스 노멀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교회의 두번째 시대 (SECOND CHAPTER)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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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교적-ALL 교회로의 비전 (Mission-All Church Vision) 

 

  * 주예수교회 비전선언: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섬기는 지저스 노멀의 선교적 교회” 

  * 주예수교회 사명선언: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 & 선교적 다음세대” 

  * 주예수교회 사역선언: “선교적 ALL-LINE, 선교적 ALL-LIFE, 선교적 ALL-LOVE” 

 

1) 선교적 교회의 두번째 시대 (SECOND CHAPTER)를 시작하며, 코로나-19 의 시대 가운데 교회는 

   지난 22 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 선교적 교회의 외적인 봉사와 사역을 돌아보는 동시에 내적인 속사람, 영적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적 ALL 교회로의 사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3) 선교적 ALL 교회란 선교적 교회의 정의를 분명하게 함으로 무엇이 선교적 교회인가에 대한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4) 교회 건물과 교회 조직 안의  봉사, 사역을 넘어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의 개인  

   신앙의 성숙, 가정 신앙의 전수, 교회 전체의 영적 사역의 확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5) 이를 위해 2020 년 선교적 ALL 교회의 비전의 선표: 올라인(ALL-LINE), 올라이프(ALL-LIFE),  

   올러브(ALL-LOVE)의 사명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6) 위의 사명과 동시에 2021 년 “선교적 다음세대 MGF (MISSIONAL GENERATION FUND)”의  

   모든 세대의 신앙 선언 “내가 다음세대, 우리가 다음세대, 자녀들이 다음세대”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선교적 다음세대 MFG (MISSIONAL GENERATION FUND & FAITH) 의 비전과 사명 

  

 1) 선교적 다음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체성과 부르심, 보내심을 인식한 세대가 교회가 처한  

    지역 사회와 열방의 상황을 선교적 소명으로 수용하여 독특한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헌신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2) 북미 선교적 교회운동을 지향하고 100 여개 교회를 방문하여 그 가운데서 22 개 교회를 중심으로  

    분석한 이상훈교수는 선교적 교회의 사역을 아래의 세가지로 종합하고 있습니다. 
 

     *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세대의 의미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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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교적 교회(선교적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기 존재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기반으로 세워진다. 

  ② 선교적 교회(선교적 세대)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내적사역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③ 선교적 교회(선교적 세대)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가 세워진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나아가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3) 이의 선교적 교회/선교적 세대의 정의를 토대로 우리교회의 사명인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All 교회 비전이 앞선세대만이 아니라 다음세대와 다가올 세대에  

   이어지도록 주예수교회는 <MGF 선교적 다음세대>의 비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4) 선교적 다음세대의 의미는 단지 자녀세대, 2 세의 세대만이 아닙니다. “다음,” “NEXT”의 의미는  

   내 자신의 신앙 갱신, 주예수 공동체 신앙 개혁, 자녀세대의 믿음 전수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 선교적 다음세대 사명 선언:  

         “내가 선교적 다음세대! 우리가 선교적 다음세대!  우리 자녀들이 선교적 다음세대!” 

 

 5) 이를 위한 첫 시작으로 2021 년 선교적 다음세대 MGF (MISSION GENERATION FUND)의 비전을  

    세워 비전선언, 사명선포, 그리고 8 월 선교적 다음세대의 달을 선정하여 한마음으로 기도, 기대,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적 다음세대의 헌금은 매년 선교적 다음세대 달을 통해  

    헌금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6) 선교적 다음세대 (MGF)는 2021 년 8 월에 MISSION GENERATION FUND 의 선교적 다음세대의  

    달을 통해 현재 10 만여불의 기금이 마련되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 2022 년도에는 FUND 의 MGF 에서 발전된 FAITH 의 MGF 로 헌금을 넘어 헌신과 믿음의 MGF 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MGF: MISSIONAL GENERATION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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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제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꼭 붙들며, 다음세대를 위해 비전으로 첫걸음을 시작한  

    MGF 선교적 다음세대에 많은 기도와 동역, 후원을 바랍니다.   

 

4. 2022 년에 계획하고 있는 선교적 다음세대 MGF 사역들 

 

   1) 5 월 21 일(토) ~ 22 일(주일) : 선교적 다음세대 MGF 세미나  

   2) 선교적 다음세대 장학금 (논의 중) 

   3) 8 월 26 일(금) ~ 27 일(토) : 선교적 다음세대 특별 기도회 

   4) 8 월 28 일(주일) : 선교적 다음세대 주일 

   5) 선교적 다음세대 리더 양성  

 

5. 선교적 다음세대 열두돌 기도문 (Page 5~6) 

 

6. 2021 년 선교적 다음세대의 달 포스터 및 헌금 작성서 (Page 7~8) 

 

7. 선교적 다음세대 조례 (Page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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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다음세대를 향한 열두 기도 (12 Prayers for the Missional Next Generation) 

2021. 8. 29 

 

1. 주예수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지저스 노멀의 선교적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God of Lord Jesus Korean Church! Thank you for calling us to the ark of salvation that  

  confesses the Triune God and establishing the missional church in the Jesus Normal  

  serving God and the world.  

 

2. 22 년간 주예수교회를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 지역사회와 미주,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사회선교와 복음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심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We give glory to the Lord for allowing the Church of Lord Jesus to practice social  

  missionary work and the love and justice of the Gospel as a missional church serving the  

  local community in Richmond, Virginia, and the nations for 22 years. 

 

3.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Forgive our sins and transgressions, have mercy on our weaknesses and  

  shortcomings, and renew us with the blood of the cross. 

 

4. 주예수교회의 모든 세대가 주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We confess and dedicate that all generations of Lord Jesus Korean Church respond to  

  the call of Lord Jesus Christ and live a missional life, be a missional family, and a  

  missional church. 

 

5. “이제는 선교적 다음세대” 의 사명을 기도하며, 주님의 비전과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We now pray for the mission of “the missional next generation” and for you to grant us  

  your vision and good will. 

 

6. “주님! 제가 선교적 다음세대”가 되겠습니다. 저를 먼저 주의 사명으로 성령충만하게 하옵소서. 

   “Lord! I will become the missional next generation.” Fill me with the Holy Spirit through    

   your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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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님!  우리가 선교적 다음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예수교회의 앞선 세대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의 전진과 본이 되게 하옵소서. 

   “Lord! We will become the missional next generation.” May the previous generations of  

   Lord Jesus Korean Church does not remain in their place but become an example and  

   advance of the faith.  

 

8. “주님! 우리 자녀세대를 선교적 다음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예수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끄는  

  영적 리더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Lord! Raise up our children’s generation as the missional next generation. Help us to   

  become a generation of spiritual leaders who lead the missional mission of the Lord Jesus  

  Korean Church. 

 

9. 주예수의 다음세대가 마지막 때에 이 세대를 본 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선교적 다음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We pray that the next generation of Lord Jesus will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generation in the last days but be transformed into a holy missional generation that   

  discerns the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of God.  

 

10. Missional Generation Fund 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 가는  

  사역으로 더 큰 Faith 와 Foundation 의 기쁨의 추수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Bless the Missional Generation Fund so that the ministry of fulfilling the kingdom of   

  God and the righteousness of God may bring forth a greater harvest of faith and the joy  

  of the Foundation and the fruit of the gospel.  

 

11. MGF 선교적 다음세대의 모든 사역 가운데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불길로 인도하사 영적, 물적, 인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We pray that You lead us with the lamp of the Word and the flame of prayer, granting  

  spiritual, material, and human blessings, and that neither Satan nor the Devil will take    

  advantage of the ministry of the Missional Generation Fund.  

 

12. 선교적 다음세대는 오로지 주님의 사역임을 절대 잊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사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We will never forget that the “Missional Next Generation” is a work of the Lord, and  

   humbly pray that this ministry may give glory only to the Lord. We give all thanks and  

    glory to the Lord, and we pray in the precious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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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선교적 다음세대의 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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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선교적 다음세대 비전 후원 작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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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수교회 선교적 다음세대 MGF 조례 (한영) 

 

주예수 교회 선교적 다음세대 기금 조례 (당회 승인 날짜, 2021 년 6 월 13 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기금은 선교적 다음세대 기금 (Missional Generation Fund: MGF)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기금은 다음 세대를 선교적 세대로 양육하도록 물적, 인적, 영적 자원들을  

               후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제 3 조 (관리) 본 기금은 주예수교회에 두며 교회 일반 행정 계좌에서 별도로 적립 및 운용된다. 

 제 4 조 (사역/운용 계획)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역을 둔다. 

1. 다음 세대 영적 리더 양성을 위한 재정을 후원한다. 

2. 다음 세대를 양육 훈련할 사역자를 후원한다. 

3.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위해 사용한다. 

4.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적 사역을 후원한다. 

 

제 2 장 조직 

 

 제 5 조 (위원회) MGF 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제 4 조의 사역을 운용한다. 

 제 6 조 (위원) MGF 위원은 주예수교회 당회에서 임명하며 지도한다. MGF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제 7 조 (감사) 위원회는 당회에 일년에 한번씩 회의록 점검과 감사를 받는다. 

 제 8 조 (위원회 조직) 위원은 회장, 서기, 그리고 회계를 둔다. 담임 목사는 위원회 고문으로 섬긴다. 

 제 9 조 (의무) 위원회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운용한다. 

2. 회의록을 유지하며 기금 수입 지출을 기록 및 보고한다. 

3. 모금 활동을 계획 및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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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aws of Missional Generation Fund (Session Approved & Effective June 2021) 

 

Article I 

 

 Section 1: The name of the fund shall be Missional Generation Fund (MGF). 

 Section 2: The purpose of the fund is to nurture our next generation to become 

             missional generation by providing financial, spiritual, and human resources 

 Section 3: The fund resides in the Lord Jesus Korean Church (LJKC) and is separate 

             from the general church administrative account 

 Section 4: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fund. the following ministries are selected 

1. The fund is used for the growth of the next generation 

2. The fund is used to generate human resources for the next generation 

3. The fund is used to provide scholarships to the next generation 

4. The fund is used for cultivating leaders of the next generation 

 

Article II 

 

 Section 5: The fund will be managed by the MGF committee. The MGF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he ministries outlined in Section 4. 

 Section 6: The MGF committee is selected from the session of the LJKC. The session is 

             to review the MGF committee’s minutes and to audit its financial activities. 

 Section 7: The MGF committee shall elect a president, secretary, and treasurer. The 

             session moderator shall serve in an ex officio capacity as an adviser to the 

             committee. The terms for the committee members will be three years. 

 Section 8: The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convening regular meetings, keeping 

              minutes, recording all activities of the fund, and fundrai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