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RT 내용 담당 비고

10:00AM 1:30 제주공항 도착-->서귀포 이동

11:30 AM 1:30 점심식사 대기정

1:00 PM 0:30 모임 장소 도착

1:30 PM 0:30 숙소 배정, 짐 풀기

2:00 PM 0:15 찬양 김세현 간사

2:15 PM 0:05 기도 이승배 장로

2:20 PM 0:15 말씀 이재훈 담임목사

2:35 PM 0:05 환영, 소개와 진행 신헌승 장로

2:40 PM 0:10 온누리선교의 도전과 발전방향 김홍주 목사

2:50 PM 0:30 사역을 성도에게(일만사역을 새롭게) 조대식 장로  

3:20 PM 0:20 일만사역 확대 방안 한충희 목사

3:40 PM 0:40 테이블 토론 팀별 토론

4:20 PM 0:30 온누리 일만사역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선교학적 고찰 넬슨제닝스

4:50 PM 0:15 성도들의 선교적 기여 Case study 1(BEE) 조문상 선교사

5:05 PM 0:15 성도들의 선교적 기여 Case study 2(아버지학교) 최성완 장로

5:20 PM 0:40 테이블 토론 팀별 토론

6:00 PM 0:20 온누리 일만사역 논의에 대한 평가 한정국/정민영 선교사

6:20 PM 1:00 저녁식사 한식당

7:20 PM 0:10 KING'S WAY 재단 사역 소개 박동현 성도

7:30 PM 0:20 제주 ACTS29 훈련센터의 운영방향 이재정 목사

7:50 PM 0:20 선교분과위원회 사역보고 신헌승 장로

8:10 PM 0:30 총평 이재훈 담임목사

8:40 PM 0:10 마무리 기도 이재훈 담임목사  광고(신헌승 장로)

시간 RT 내용 세부내용 비고

7:00 AM 1:00 아침식사  Check out

8:00 AM 0:10 찬양 김세현 간사

8:10 AM 0:10 QT 나눔

8:20 AM 2:00 자유 토론 신헌승 장로

10:20 AM 0:40 드림교회 이동

11:00 AM 1:00 제주Acts29훈련센터 완공감사예배 이재훈 담임목사  이재정 목사, 김홍주 목사

12:00 PM 3:00 점심 식사

3:00 PM 2:00 공항이동

5:00 PM 1:00 공항도착

6:00 PM

Session 3

4. Schedule

1. 일정 :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 10시 ~ 11월 13일(수) 오후 4시

2. 장소 : 제주 켄싱턴 리조트

3. 주제 : 사역을 모든 성도에게

Session 2

제5회 온누리 선교 Consulting

▶ 1일차(11월 12일)

Session 1

예배

이동

이동

▶ 2일차(11월 13일)

Session 5

Sessi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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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교회 일만사역 확대 방안(안)
(2019.11.12, 일만사역 담당 한충희)

1. 일만사역 현황 및 사역 확대 필요성

o 하용조목사님 일만사역 비전 중 현재 해외일만사역자 파송만 실시
 - 지금까지 600여명 해외일만사역자 파송(현재 30-40명 사역 활발)
o 해외사역 넘어 국내사역으로 확대, 온누리교회의 새 주춧돌 역할 기대
o 온누리사역 진단: 헌신자 감소(영적 신진대사 필요), 본부별 사역(분절화) 

넘어 통합적 접근필요, 사회적 책임 및 미자립 지방교회 지원 확대필요
o 온누리내 일반성도 중심의 사역 활성화위한 새로운 임팩트 필요
 - ‘사역을 다시 성도들에게’: 성도가 모든 사역의 중심/견인주체 돼야
 ※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 최대 발휘 기회: 롬12:6-8,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지도, 긍휼 등

2. 국내일만사역자 임명 방안(새로운 제도의 원칙 및 개요)

1) 상당기간 특정사역에 헌신한 일반 성도 중 적은 수의 일만사역자 임명
2) 임명된 일만사역자는 해당사역 전문가로 사업계획과 예산작성 등 주도
3) 일만사역자 임명후 외부사역 투입 등 확장성 있는 역동적 시스템 구축, 

사역자는 원칙적으로 가급적 온누리 이외 기관 파송 추진
4) 일만사역자에게는 더 분명한 정체성, 헌신과 소명감 갖도록 하고, 

성도들에게는 흠 없고 열매 맺는 존경받는 사역자로 인식 추진 

3. 일만사역자 임명대상/방법, 훈련, 사역분야, 사역관리

 가. 임명대상 및 방법
  o 각 분야에서 상당기간(5~10년 정도 이상) 사역하여 그 분야 전문성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여타기관으로 파송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향후 
그 분야 사역을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는 성도

  o 기존 직분(장로/안수집사 등)과 무관하게 모든 성도 중에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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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각 사역 담당 장로 및 담당목사의 추천으로 후보선발
  o 일만사역자 선임위원회 구성, 추천 후보 심사하여 사역자로 최종 임명
  o 그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신실하고 존중받는 사역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며 적은 수의 인원으로 일단 시작
 나. 임명 대상 선정 후 최종 임명시까지 훈련
  o 선정된 사역자 대상으로 최종 임명 전 일만사역자스쿨(가칭) 

운영(장로사관학교와 유사한 성격), 정체성과 비전 및 헌신을 새롭게 
하는 교육.훈련 실시(신학, 청지기적 삶 remind 등)

  o 대략 8주 정도의 기본 영성과 온누리 비전 및 사역 등 심화 공부

 다. 국내일만사역 분야

  o 현재 해외일만사역사 사역 참고, 국내여건 감안 검토
   - 아래 예시적인 사역분야 검토

  o 국내일만사역 대상 분야(안):
   1) 예배 사역자: 예배인도/찬양인도/중보기도/지방교회/일터(직장)예배
   2) 양육 사역자: 큐티/일대일/BEE/성경공부/성경읽기/제자훈련
   3) 긍휼 사역자: 사회선교/의료/회복/난민/장애인/시니어/가정/여성
   4) 선교 사역자: 선교/아웃리치/난민/탈북자/북한선교.통일/국제협력
   5) 문화.사회 사역자: 아버지학교/사회정의/국가/문화/기독교세계관
   6) 차세대 사역자: 교사/주일학교/청년멘토링/유아.청소년.대청사역
   7) 이주민 사역자: 다문화가정/이주민 선교.전도/법률상담(노동법 등)

 라. 사역자 최종 임명
  o 훈련 후 일만사역자로 최종 임명, 임명장 수여(주일예배시 수여식)
   - 국내 여타기관 사역 파송시 주일예배에서 파송식 실시 

 마. 사역자 활용 방안(배치 및 파송) 

  o 사역자 배치/파송 예상방향(3가지 방향):
   1) 온누리 기존사역 강화(협력): 현 공동체/사역본부와 협력/공조 강화 
     * 일반성도들이 일만사역자의 의미와 역할 등을 잘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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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안내(순예배, 온누리신문 및 CGNTV 등 활용)
   2) 다른기관/외부 요청(파송): 지방/지역 교회(예배/일대일/선교), 

기업체(일터예배), 개인.외국인.유학생(일대일), 다문화 가정
    - 일만사역자 제도신설/사역자 임명사실 확산시 외부 요청증가 예상
   3) 새 사역 개척/발굴(파송): 이주민 전도/성경공부, 난민, 탈북자, 

시니어(실버), 국내외 외국인(언어별 일대일), 다문화 가정자녀 기독 
기숙학교 설립, IT이용(블록체인 등), 외국/국제 선교기관과의 협력

   o 배치/파송 원칙 및 방법: 일만사역자로 임명시 가급적 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송을 권장하고 이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시만 방문 사역

  바. 사역자 운영 

   o 소요예산: 파송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비량(파송요청 기관측 부담 
희망시는 해당기관이 부담), 프로젝트 사역 경우 교회예산 지원가능 

   o 사역관리: 파송시 사역진행 6개월 단위로 보고, 피드백 실시
   o 사역자의 체계적 관리/운영위한 별도 ‘일만사역본부’ 설치 검토
    - 사역자 선발/훈련/사역실시/사역자 운영.관리위한 세부부서 설치
    - 일만사역 추진전략, 온누리 내 타 부서와의 조정, 새로운 사역 

발굴위해 ‘일만사역위원회’ 구성(담당목사/장로/사역전문가 등 구성)

3. 기대효과 및 해외일만사역자 관리

 o (기대효과) 
  - 성도들이 주인의식 가지고 사역중심으로 마인드셋 변화 기대
  - 좋은 사역자 발굴 및 스토리텔링으로 성도들에게 사역 동기 부여
  - 일만사역자의 외부 파송 장려로 온누리교회가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새롭게 부흥하기 위한 밑거름 마련
  - 일반성도가 사역의 중심/최전선 되어 온누리 새 부흥 견인차 역할

 o (해외일만사역자) 해외사역자 파송은 현 선발.파송 시스템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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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조목사의 1만 비전과 그에 따른 온누리 선교의 실행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선교학적 고찰                                                                               

온누리 선교 지도자 포럼 (2019년 11월) 

넬슨 제닝스 목사, 박사                                                                                             

온누리교회 선교 목사, 고문, 해외 교류 담당 

I. 도입 

- “1 만 비전”은 여러 이유에서 도전이 되는 주제다. 이번 연구에서 그 이유들이 밝혀질 

것이다. 

- 4년 전에 “2천/만 비전” 전반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부터 나는 두 가지의 교차되는 

감정을 느꼈다.(역자주: 긍정과 부정적 측면, 의미의 모호성 등) 4년동안의 연구, 관찰, 

기도와 숙고 끝에 나는 (a) “2천/1만 비전”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b) 그에 대해 더욱 

깊은 교차 감정을 느낀다. 

 

-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하목사님의 책과 ‘온누리행전 30년’ 책을 면밀히 검토한 지 

2년만에 그 자료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a) 현재까지 온누리교회의 역사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b) 하목사님과 

온누리교회가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 그리고 이해할 만하게- 독특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 대해 움찔하며 당혹감을 갖게 되었다. 

II. “1만 비전”과 관련된 성경적, 신학적, 선교학적 항목들에 대한 예비 조사: 

- 성경적: 

-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기독교 복음 증거에 소중하고 도움이 된다.  

- 즉각적으로 그리고 타문화권에서, 예: 행 8:4, 11:19-21 

- 교회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예: 골 5:5-6 

- 특별한 선교 동역자들이 있다, 예: 바울과 동행, 행 2:4, 롬 1:1-16 

- 신학적: 

- “모든 믿는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이 교회의 삶과 복음 증거에 근본적으로 

중요함, 참조: 벧전 2:4-5 

- 역사적으로, “성직자와 평신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교회적, 그리고 

교회학 전통이 형성됨. 

- 선교학적: 

- 하나님은 항상 “교회적” 직분, 훈련, 혹은 인지도와 상관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수용하고 사용해 옴. 

- 특정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선교사를 키우는 단체들이 사도행전 13 장과 선교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53 -



III. 하목사님의 “2 천/1 만 비전” 그리고 “Acts 29”으로 발전된 비전 중에서 1 만 비전은 

2 천 비전만큼 잘 펼쳐진 것 같지 않다. 

- 이천 선교 본부 그리고 TIM 과 같이 “2 천” 비전에 헌신된 독립적인 단체들이 있다. 

하지만 1 만 선교 본부는 없고, “1 만”비전에 관련된 조직들은 흩어져 있다.   

- “2 천 선교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그 대상은 분명한 데 반해서 “1 만 사역자”들은 

누가 그 대상자들인지 불분명하다. 

- 대부분의 선교관련 출판물에서는, “2 천/1 만 비전”이 선포된 후에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수가 (2,000 명을 향해)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주 

보고되었지만 “1 만” (2017 년 “선교적 교회의 선교사역,” 155-157 쪽에도 

나타났듯이) 비전에 대한 참고자료는 있다 해도 거의 드문 편이다. 

 

외부 자료: [비고: 이하 회색 부분은 영어 번역이 없음; 하늘색 부분은 1 만 비전에 

직접 연관된 내용이고; 노랑색 부분은 의문점을 나타냄.]  

- “In 1994, Ha announced his vision “2,000/10,000” to send 2,000 missionaries 

overseas and nurture 10,000 lay Christian leaders by 2010.” (Kim Yoon-mi, “Onnuri 

Church founder Ha dies” The Korea Herald, August 2, 2011, available online at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10802000533, accessed October 1, 

2019) 

- “Onnuri Church made very systematic plans for its expansion. In 1994, the 

“2000/10000 vision” project was announced. The project declared that the church 

would send 2000 missionaries to non-Christian countries and bring up 10,000 full-

time ministers. The Internet homepage of Onnuri Church makes it very clear that [36] 

“Yangjae Temple” was built because the church had to be expanded to accelerate this 

“2000/10000 vision” project.” Yohan Yoo, “From Megachurches to the Invisible 

Temple: Placing the Protestant “Church”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Joanne 

Punzo Waghorne, ed., Place/No-Place in Urban Asian Religiosity. Springer, 2016, 

35-36. 

- “In 1994, Ha announced a vission [sic] for Onnuri, “2000/10000,” to send 2000 

missionaries overseas and train 10,000 lay Christian leaders for mission by 2010. 

Since then, TIM has reached a goal of 100 “full time” missionaries in 1997, 300 in 

2001, 500 in 2005, 700 in 2007, and 900 in 2012. The total number of missionaries 

sent, as of December 2014, is 1718, with 835 still serving in sixty-nine different 

countries. In December 2006, the Onnuri Community Church established TIMA….” 

Meesaeng Lee Choi,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America,” in George Thomas 

Kurian and Mark A. Lamport, eds., Encyclopedia of Christianity in the United States. 

Vol. 5.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6, 2346. 

- “Rev. Ha was reputed for his ambitious and expansive projects, such as his 

2,000/10,000 Vision project that would dispatch 2,000 missionaries and 10,000 

ministers for overseas evangelical work…. In 2003, Onnuri proclaimed yet another 

ambitious goal: the Acts 29 Vision--another innovative project to bring the church 

itself to the mission field.” Michael Begin and Caleb Kwang-Eun Shin, “Sacred 

Ambitions, Global Dreams: Inside the Korean Megachurch Phenomenon,” in Stan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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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Brunn, ed., The Changing World Religion Map: Sacred Places, Identities, 

Practices and Politics.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2015, 2322. 

- From J. Nelson Jennings “Missional Missions” (2017): 

- p.106: “Per Pastor Ha’s testimony…., “The Lord has given Onnuri a great vision 

to commission 2,000 missionaries and train 10,000 lay leaders by the year 2010. 

That vision was made clear in 1994.”” 

- p.155: “Another aspect of this “missional” and “missions” challenge is the 

ongoing nature of the “2000/10000” vision….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this 

“2000 Vision”? First, somehow the 2010 target date was lost or recalibrated…. 

[156] …. The 2003 promulgation of the permeating “Acts 29” vision (and more 

recent “Fools for Christ” vision) has effectively decentralized - or at least 

clowded over the focus on - the “missions”-natured “2000 Vision….” 

- p.156: “To state the matter more dramatically, the “2000 Vision” has cultivated a 

limited version of OCC achieving its own [157] contribution to missions, more 

than it has cultivated OCC envisioning and desperately praying for larger goals 

that are beyond OCC’s programs and are more explicitly part of God’s redeeming 

work throughout the world.” 

- “사역자”에 대한 다양한 한-영 사전의 번역을 주목하라. 

- https://en.bab.la/dictionary/korean-english/ - “사역자”에 대한 검색 결과  

없음. 다른 용례: “community development worker: 사회공동체 

사역자,” “community arts worker: 커뮤니티 예술 사역자” (사역은 

영어로 service.) 

- https://zkorean.com/dictionary/ - 사역자는 “minister”   

- https://www.koreanclass101.com/korean-dictionary/ - 검색결과 없음 

- https://dictionary.cambridge.org/spellcheck/english-korean/ - “사역자 (혹은 

사역)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을 수 없음”  

- (Anecdotally, every Korean Christian friend I have asked has struggled to explain 

to me in English the meaning of "사역자.") 내가 사역자의 의미를 물어본 

모든 한국인 기독교인들은 그 의미를 영어로 설명하기 힘들어 함. 

OC Website: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 http://www.onnuri.org/missions/2000-mission-ministry/ “선교 비전 

1994 년 성도 8000 명이 안되던 때에 2000 명의 선교사와  

1 만명의 사역자를 파송하자는 2000/10000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비전을 따라 온누리교회는 2017 년 당시 누적인원 1900 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전 세계 75 개국에서 900 여 선교사들이 예수바보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http://en.onnuri.org/about-onnuri/statement-of-faith/ “Missions 

- The Church owns the key to the Heaven received from Jesus. It is the biggest and 

surest blessing that we have won the power of Sheol and owned the key to the 

Heaven. Through 2000/10000 Vision, we hope to become the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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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nesses” reaching out the end of the world with the Good news. * 2000/10000 

Vision – 2,000 Missionaries and 10,000 Ministors” [sic] 

- http://en.onnuri.org/about-onnuri/onnuri-church-history/: “2000 / 10000 Ministry 

● Onnuri Church steps forward in faith, following after the 2000/10000 vision 

received in 1994 

● Vision to send out 2000 missionaries and raise 10,000 lay leaders by 2010 

● It is to raise and send 2,000 missionaries and 10,000 lay leaders into the mission 

field 

● Invite 2~3,000 people to the ‘Onnuri Ministries Celebration (OMC)’,‘Holy Spirit 

Celebration (HSC)’, and the ‘Vision and Leadership Celebration’A worship 

service is held in the Yangjae Sanctuary in hopes of accelerating the 2000/10000 

vision 

● By April 2000, there are 20,944 registered members in Onnuri Church.” 

IV. 하목사님의 “1 만명의 사역자”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에서 발췌)의 비전 

- p.20: “온누리교회는 2,000/10,000 비전을 받았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을 품고 

목회하면서 “2 천/1 만 비전”을 갖게 되었다. “2 천/1 만 비전”은 2010 년까지 2 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 만 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다.”. 

- p.22: “Jesus said,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Matthew 28:19). My 

church’s vision is to continue to write Chapter 29 of Acts, following Jesus’ command. The 

Book of Acts is not finished yet. This part of Scripture is about Christians sharing the Gospel 

with all nations in obedience to Jesus’ command, and it is still ongoing. Acts 29! This is why 

Onnuri Community Church exists, and it is a vision that cannot be abandoned.” 

- p.100: “Second, a church where members actively participate in ministries The Church is 

a community of Christians. The leading actors of this changing world are the believers (the 

laity)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Biblical churches are places where members can 

actively lead the people. We need to build this type of structure and system in churches 

today.” 

- p.111: “Third, a church led by vision What kind of church is an ideal church and a biblical 

church? First, it is a church led by the laity; second, a church led by the Holy Spirit; and third, 

a church led by a vision.” 

- p.112: “What is God’s vision? It is to realize the kingdom of God and the dream of Jesus 

Christ’s cross. God’s dream is to save humanity, which is doomed to receive eternal 

judgment, due to Adam’s original sin. When we look into the Bible from Genesis to 

Revelation, the one expectation, one dream, one hope, and one focus is to save humanity.” 

- p.114: “The vision of the Church is ultimately to save souls. Then what is the vision of the 

Church? Why did Jesus build the Church? Why does the Holy Spirit give birth to churches 

and nurture and complete them? The vision of the Church is obvious and clear - it is to save 

all humanity.” 

- p.115: “Churches should be communities whose ultimate goal is to save souls and whose 

work is to share the Gospel until the end. Evangelism is not just one of the things a church 

must do, but is what the church should be all about. The focus of ministry is on evangelism. 

Mission work is about evangelizing people after moving to a different place. But whether it is 

doing evangelism or missions, the nature of the Church’s work is to share salvation.” 

- p.130: “In the Early Church, apostles did not monopolize leadership but shared it with other 

people. This teaches us that the main actor of the Church is Jesus Christ alone and that we are 

all supporting actors.” 

- p.132: “The main actors who will change the world are ordinary members of the church. Day 

by day they live in the world, and as they change and become better Christians, the world can 

change as well. But what’s more important than delegating roles within a church is fostering 

fantastic partnerships between pastors and laypeople. In Acts, apostles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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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dible teamwork with ordinary church members who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Onnuri Community Church is its devoted laypeople. Sometimes they 

become the big brothers or mentors of young pastors in a way. These leaders who devoted 

themselves at the beginning of the church still passionately but quietly serve the church, as 

Barnabas or Caleb did, more than 20 years later. Many ordinary members became pastors or 

missionaries after studying in seminaries. Some time ago, ten new elders were appointed, 

eight of whom later became pastors.” 

- p.140: “I want Onnuri Community Church to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in 

Acts. I also believe that every single Korean church must participate in God’s vision and 

dream of saving individual souls and transforming the world. I hope that we will see the 

blessings of churches praying and providing support for missionaries, and going to mission 

fields as missionaries. This is the real church.” 

- p.167: “Give ministry to lay people. There are many things to touch on regarding ministry for 

the Lord, but I would like to focus on ministries led by laypeople because this is essential for 

Korean churches. We need ordinary members to participate in ministries like pastors do, 

without invading the realm of pastoral leadership.” 

- p.170: “There are three overall frameworks in a ministry led by laypeople, and these are the 

Holy Spirit, vision, and leadership. The source of all power is the Holy Spirit. When a person 

is empowered after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e needs two wings to soar, and these are 

vision and leadership.” 

- p.171: “Sharing a vision with the laity is the first step towards transforming the world.” 

- p.185: “After our church had developed the 2,000/10,000 Vision, 70 percent of the 

missionaries we sent were ordinary members. This is ministry led by the laity. Churches 

shouldn’t stop sponsoring missionaries but should send regular members to the mission fields 

after they devote themselves and serve a ministry following God’s given vision. It sets a good 

model.” 

- p.226: “Onnuri Community Church has seven basic nurturing programs: new believer 

registration, Quiet Time, one-to-one discipleship, evangelism training, discipleship in a small 

group, imparting vision and leadership, and sending members for outreach.” 

- p.265: “Incubating the vision of missions When I planted Onnuri Community Church, I 

prayed, “God, give me 2,000 young adults! Give me 300 soldiers who can destroy the power 

of the devil! Then, I will bring the world to you.” At that time, we only had around 12 

families, and around 100 people gathered at the most. How absurd was my prayer! However, 

God did not forget the desire of my heart, and He answered it. Within seven years of starting 

the church, we had 2,000 young adults. Fourteen years after, amazingly, we had 10,000 young 

adults, and in 2007, after 23 years, we have 20,000 young men and women. This is a vision.” 

- p.266: 하나님은 온누리교회에게 큰 비전을 주셨다. 그것은 “2 천 명의 해외 선교사를 

보내고, 1 만 명의 사역자를 전국에 보내자,”는 것이다. 이것이 “2 천/1 만 비전”이다. 

 I think it was in 1994 when this vision became clearer in a practical way. The state of our 

church at that time played a more important role than the year itself in forming the vision. 

When our church started to pursue holiness and purity, the 2,000/10,000 Vision became more 

apparent. It was born when our church set our goals on holiness and purity and raced toward 

them after the Holy Spirit ministry.” 

- p.267: 우리가 대형 교회였기에 하나님이 2 천/1 만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 하나님께 이 비전을 받았을 때는 성도가 1 만 명도 되지 않을 때였다. 

그 때 우리 교회는 그 비전을 품었다. 우리는 2 천 명의 선교사와, 1 만 명의 사역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를 후원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숫자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2000 년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2010 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의 뜻에 관한 이견들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의외로 그 ‘2 천/1 만’이라는 숫자가 중요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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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선포했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 비전이 없었더라면 지금 온누리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기성 교회와 같은 노화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교회의 크기에 합당한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 p.272: “미전도 종족 선교를 향해 나아가다 온누리교회는 창립 11 주년 기념 주일에 

8 개 미전도 종족을 입양했다. 나는 그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비전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한 교파, 어느 지역이나 국가의 교회가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주셨고, 한국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하신 것처럼 이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온 누리에 나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국내외에 1 만 

명의 사역자를 훈련시켜 그들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군대로, 캠퍼스로, 모든 지역으로,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누리교회가 2 천 명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영적 부담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미전도 종족 중에서 여덟 

종족을 입양했습니다.… [273] …. 100 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 몇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순교도 했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만들면서 어둠에 싸여 있던 이 땅에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한국을 하나님은 지금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반족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한이족, 아제리족, 브라야트족 우즈벡족, 베다족 

그리고 여러 종족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100 년 전 어둠의 땅, 

죽음의 땅, 억압된 한국을 찾아온 선교사들이 피를 뿌리고 생명을 바쳤을 때 100 년 

뒤 한국이 이렇게 변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그 족속이 50 년 뒤에, 60 년 뒤에, 

100 년 뒤에 한국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 p.274: “Some Christians have gone all around the world to people with different languages, 

cultures, and races to share this Good News in spite of danger, pain, loneliness, and poverty. 

Some Christians have left their loving countries, families, and stable careers, and raced to 

meet with foreigners who do not know the Gospel of Jesus Christ. We call them missionaries. 

Some missionaries are pastors, and some are ordinary Christians.” 

- p.275: “Acts29 비전을 선포하다 .… Acts29 비전 선포식 때의 설교문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커질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대형 교회의 꿈을 꾸어 

본 적도 없고,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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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하나님의 대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2 천/1 만 비전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비전이 온누리교회에 선포되고 그 비전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누리교회는 1990 년에 성령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79] …. 성령님이 인도하셨지만, 본의 아니게 온누리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고,…저는 이번에 ‘Acts29’ 문제로 고민하기 전까지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 천 명 선교사와 1 만 명 사역자를 땅 끝까지 파송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내적 

치유와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를 보급할 것입니다. 구제하고 병원을 세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 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은 것은 

교회뿐입니다. 사실 2 천 명의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2 천 개의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280]….이것을 위한 신호탄이 바로 Acts29 이다.’” 

V. 온누리교회의 1 만 비전에 대한 이해: 

- 이 비전은 하나님이 하목사에게 주셨고 (밝혀주었고 혹은 최소한 영감을 주었고) 

그래서 하목사가 그 비전을 온누리교회와 대중에게 널리 선포했다. 

- 어떤 이들은 2 천/1 만 비전을 전적으로 하목사님이 만들었다고 강조할 수 있다.  

- 어떤 이들은 온누리교회 지도자들의 입력, 평가, 그리고 실행을 강조할 수 있다. 

- ‘온누리행전 30 년’에서 발췌:   

- p.118: “Acts29 비전 선포….이 Acts29 비전은 ‘2 천/1 만 비전’을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요, 온누리 교회의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과 활동을 하나의 선교 비전에 

총집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의 창립 정신인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 그 사역을 계승하고 사도행전 29 장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p.135: “On June 20-22, 1994, Onnuri held its first early morning conference on the theme 

of the Holy Spirit…. This conference became an epicenter for many future ground-

shaking prayer gatherings where people pray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2,000/10,000 

vision and many other things besides.” 

- p.140: [Onnuri Newspaper column by Pastor Ha entitled, “Prayer makes possible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July 3, 1994)] “The Holy Spirit is the key to Onnuri’s 

ministry, and prayer is the key to the work of the Holy Spirit…. Recently, God showed us 

the 2,000/10,000 vision, where He commanded Onnuri to send 2,000 missionaries and 

raise 10,000 leaders to the mission fields around the world. This is quite an awe-inspiring 

assignment…. [141] …. [Jesus] always started and ended with prayer. The same applies 

for Onnuri. The task of sending out 10,000 leaders and 2,000 missionaries into the world 

shall start with prayer and end with prayer.” 

- p.210: “생명처럼 붙잡고 가라! ‘2 천/1 만 비전’ 온누리교회에 있어서 1994 년은 

기념비적인 해이다. 하나님께서 ‘2 천/1 만 비전’을 주신 해이기 때문이다. 당시 

성도 수가 6-7 천명이던 온누리교회에게 ‘2 천명의 선교사와 1 만명의 사역자를 

파송한다’는 이 비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온누리 성도들은 

망설이지 않고 이 비전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다. ‘가는 선교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선교 훈련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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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났다….’보내는 선교사’를 위해서는 선교 강좌, 기도모임, 후원 행사 등이 줄을 

이었다…. ‘2 천/1 만’이 선포된 이후, 성령사역과 기도사역은 더욱 활성화되었고, 

일부 성도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211] …. 4 월 선교부활주일에 하용조 목사가 

‘부활과 선교’라는 제목의 설교 후 ‘2 천/1 만 비전’으로 초대하자, 918 명의 성도가 

선교사와 사역자로 헌신했다. 그 해 10 월에는 창립 11 주년을 맞아 8 개의 

미전도종족을 입양함으로써 ‘2 천/1 만 비전’을 더욱 구체화 했다. 이후 미전도종족 

입양은 계속 이어져 1997 년에는 6 개 종족, 1999 년에는 1 개 종족을 추가로 

입양했다. 특히 1997 년에는 온누리공동체가 15 개 미전도종족을 재입양해 

아웃리치, 중보기도, 땅밟기 등으로 품을 수 있게 됐다….청년들을 

중심으로…비전트립과 단기선교수련회가 열리면서 교회의 선교 열정을 

달아오르게 했다. ‘2 천/1 만 비전’이 선포되면서 온누리교회 관련기관인 TIM, 

경배와 찬양, 인터콥, 미주 두란노 등과의 협력도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었다. 

BEE 등 여러 선교 단체들이 사용하는 훈련 소프트웨어를 종합 검토해 각 기관의 

사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212] 세계를 선교권으로 

삼아 지역별, 종교별, 사회별 선교 정보 및 현황을 수집, 검토, 분석하는 작업도 

체계를 잡아갔다. 선교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으며 

파송 선교사들의 사역과 생활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준비해 나갔다. 이를 통해 

온누리교회의 성도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한편, ‘1 만사역위원회’는… 

1 만 사역자 파송에 대한 계획을 진행해 나갔다. 1 만 사역 위원회는 “’1 만’이란 

산술적 의미를 넘어 온누리 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성도”라고 정의하고 현장사역자, 

순사역자, 교사사역자 등 사역자 구분과 파송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 갔다. 

- p.214: “Reaching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29 Vision Village Following the 

declaration of the 2,000/10,000 vision in 1994, Onnuri Bethel Church and Onnuri’s 

2,000/10,000 Mission Training Center opened on June 8, 1996…. Onnuri’s 2,000/10,000 

Mission Training Center was renamed “Onnuri World Mission Center” (OWMC) in June 

2002 … as part of the effort to build “the very church” in Acts. With Missionary Samuel 

Kim as the head, the center set out on a mission to build “the very church” in Acts the 

world over, alongside the 2000 Overseas Missions Board (which makes and researches 

policies for missions) as well as TIM (which sends out missionaries and supports them). 

OWMC held a “Leaders’ Missions Camp” on June 18 for all of Onnuri’s leadership…. 

The leaders made a vow to [215] serve the unreached tribes and peoples with prayer first. 

Subsequently, OWMC coordinated training programs, such as Onnuri School of 

Missions (OSOM) for long-term missionaries and Turning Point (TP) for short-term 

missionaries. Moreover, the course “Why Missions?” awakened the church to the 

significance and the grace of missions as it was attended by laymen both in Korea and at 

Onnuri’s vision churches abroad. Many teenagers als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t 

Sunday school called “Power Wave”.... In 2010, OWMC was renamed “Acts 29 Vision 

Village,” which provides a platform to: train all church members to lead missional lives, 

support given to committed Christians in realizing their visions, missionary training for 

long-term missionaries, gather intercessors to pray for all peoples and nations 24/7, and 

host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mission in an effort to build a strategic mission 

network. With the above give visions in place, Onnuri’s Acts 29 Vision Village spurs 

itself on to testifying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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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16: “하용조 목사 비전 빌리지 개원 메시지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창립 25 주년[2010 년]을 기념해 …. ‘Acts29 비전빌리지(Vision Village)’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Acts29 비전빌리지’는 온누리교회의 다섯가지 핵심가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가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개인의 영혼에 심어주는 것이고, 선교는 국경을 초월해 

미전도종족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전도가 땅 끝까지 가면 

‘선교’가 됩니다. 온누리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217]…. 또 

하나는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부어주신 모든 축복을 전 세계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인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와 나누고, 국내에 

있는 많은 개척교회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218]…이 다섯 

가지 핵심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선교사를 보내고 

훈련시키는 것도 선교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교사처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를 돕는 것도 선교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는 일이 모두 

선교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사도행전 29 장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Acts29 비전 빌리지는 이런 비전을 위해 

세워졌습니다….마태복음 28:19-20….온누리신문 806 호(2010.6.27)” 

- p.219: “A Missions Vision for Reaching “All Nations” (“Onnuri”) …. In July 2006, a 

seminar was held to share the “2030 vision for Korean missions,” which was announced 

at NCOWE IV…. In September 2009, delegates from 12 mission organizations were 

invited for an opportunity to collaborate and network. Leaders from Onnuri’s Mission 

Ministry, YWAM, Intercop, GO, HOPE, GMP, WEC, GBT, OM and UPMA 

participated…. In November 2006 … TIM … entered [239] into a partnership…. On July 

1, 2009, the Wednesday Mission Conference was held in the evening in the main 

sanctuary of the Seobinggo campus. Its purpose was to bring all the elements of 

missionary endeavor together and concentrate on praying…. Within a month, 180 people 

came forward as intercessors and 79 made vows to dedicate their lives as missionaries.” 

- p.250: “Doing Missions in the Homeland - Reaching Out to Multicultural Families 

With the influx of migrant work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o Korea, Onnuri has 

started to reach out to them with a goal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 p.260: “His martyrdom is believed to be a foundation to blossom the Acts 29 vision. With 

that belief, the 30,000 people of Onnuri will remember him and dedicate themselves to 

blossoming the 2,000/10,000 vision. Let us also be faithful to the end and pursue the 

golden crown that awaits us in heaven. Pastor Yong-jo Ha . Newspaper Issue No. 477 

(February 29, 2004)” 

- p.324: “Pastor Ha’s Congratulatory Message on Onnuri Newspaper’s 2nd Anniversary To 

act as the heart, the eyes and the hands and feet of the church body …. [325].... 

Onnuri has God-given dreams…it is a dream of becoming a biblical church, modeled 

after the Early Church in Acts, and fulfilling what Jesus intended.  [326] …it is a dream 

of transforming the world by sending 2,000 missionaries and 10,000 ministry leaders all 

over the world as well as in this land. [327] .... Onnuri Newspaper Issue No. 96 (April 28, 

1996)” 

p.328: “Onnuri Bonds with the Local Community for the “Land of Vision” 

Celebrating its 30th anniversary, Onnuri Church has been growing and maturing, 

pursuing God-given vision throughout the years. The first vision was a vision of 

becoming a church modeled after the church in Acts, and the second w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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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00 vision. These two visions were mature   enough to lead to the proclamation 

of the third vision, Acts 29. This vision also materialized and has been carried out. Now, 

we fell the movement of the birth of the fourth vision for the future. In May 2011, Onnuri 

Church began the dream of a new dream as Pastor Ha declared the vision. That was a 

dream of the “Land of Vision.” …. “Now, we are going to set up a base to prepare the 

new era of Onnuri Church. I see God’s vision through the land next to Seobinggo main 

campus, which I had in mind and have been praying about for the past 15 years. This 

place will not only be the base camp for Acts 29 to open the new ear, but it  will also be 

the spiritual stepping stone for the new generation to carry out the world 

mission….[329]….It has been 25 years since I started pastoring Onnuri Church. The 

Land of Vision could be my last ministry. When the new building is completed, I am not 

sure if I will be there to preach. But this project is my last ministry to carry out while I am 

closing the last chapter of my ministry. Also, I believe that it is a mission for the entire 

Onnuri congregation to fulfill together. Therefore, we decided to have a special offering 

with the utmost dedication, as much as you can….Please pray first before you consider 

how much you should contribute. God will tell you. I would like to fulfill the Acts 29 

vision together with all of the congregation with faith, dreams, and passion. I love you.”” 

VI. 나의 질문들: 

- 교회의 “비전”에 대해: 

- 교회에서 선포되는 “비전”은 다른 기관에서 선포되는 “비전”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 교회에 선포되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혹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  전반적인 온누리교회의 “선교 비전”에 대해: 

- 한국과 관련하여 하목사님은 “선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 하목사님은 유형, 기원, 범위, 그리고 목적을 포함하여 “비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셨나? 

- 하목사님은 특히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온누리교회의 “궁극적인 본질(목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셨나? (참조. Ha p.115 

“결국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은 영혼 구원이다. 교회는 영원히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로, 전도하는 공동체로 남아 있어야 한다. 전도는 교회가 할 일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전도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목회의 초점은 

전도에 있다. 살던 곳을 옮겨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전도나 선교의 

본질적인 내용은 구원에 있다.”) 그리고 하 147 쪽: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은 

평신도들이다. 그들은 매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평신도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 

- 하목사님의 후임자(들)과 온누리교회는 전체로서 “선교”와 “비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2 천/1 만 비전” 전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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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2 천/1 만 비전”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것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나?: 

하나님, 하목사님, 혹은 그 둘의 합작품인가?   

- “2 천/1 만 비전”을 선언 (혹은 선포)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목사님, 

다른 온누리교회 지도자, 혹은 양측의 조합으로 이뤄졌나? 

- “2 천/1 만 비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다양한 단계, 요소 등)를 누가 

결정했나?: 하나님, 하목사님, 다른 온누리교회 지도자, 혹은 합작으로?  

- (장로, 프로그램 인도자, 선교사, 목사, 기타를 포함하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2 천/1 만 비전”의 창조자 혹은 창시자가 하나님, 하목사님, 혹은 그 둘의 

조합이라는 것을 이해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 (위에 열거한 그룹들을 포함하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2 천/1 만 비전”을 

어떻게 실행할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당국(지휘권) 혹은 지도(들)이라는 

것을 이해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하목사님, 기타, 혹은 이들이 함께? 

-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교회 당국이나 지도자의 인도하에 “2 천/1 만 비전”에 직접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하목사님, 기타, 혹은 

이들이 함께?  

- 온누리교회의 “목적,” “사명,” “부르심,” “목표,” “사역,” 그리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2 천/1 만 비전”을 어떻게 이해했나? 

- “2 천/1 만 비전”은 동기유발 도구나 마케팅 전략과 어떻게 다른가? 

- “2 천/1 만 비전”은 (통합) 교단의 선교학적 목표와 재정 정책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 “1 만명의 사역자”에 관하여” 

- “사역자”를 영어로 표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용어나 어구는?  

“leaders(지도자),” “ministers(목회자),” “workers(근로자),” 이 세 단어 앞에 “lay 

(비전문),” “mission(선교),” 혹은 둘 다를 붙여서 사용? 

- 1 만 “사역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한국어로 가장 적합한 표현은 무엇인가? 

- 1 만 “사역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영어로 가장 적합한 표현은 무엇인가? 

- “1 만”은 (안수받은 목회자 혹은 성직자가 아닌) “비전문(평신도)” 목회자 혹은 

지도자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인가? 

- “”평신도” 혹은 “일반” 성도인 온누리교회의  2 천 “선교사들”(참조. Ha 185)과 

1 만의 부분이 되는 “사역자들” 혹은 “지도자들”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그 차이 중 하나는 “부르심” 이나 부르심에 대한 “헌신”과 관련되어 있나? 

- 그 차이 중 하나는 재정적인 후원(후원을 받고 vs 자비량으로)과 관련되어 

있나? 

- (2 천명이 한국 밖인 “선교지”로 보내지는데 반해서) 1 만명은 (원래 혹은 나중에) 

한국에서 섬기는 것으로 이해되었나? 

- “1 만”은 온누리교회의 사역 인도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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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 TIMA, BEE, 경배와 찬양 (참조. 30-Year volume p.211)과 같은 온누리관련 

선교 단체에서 섬기는 인도자들과 참석자들이 “1 만”인가? 

- “1 만”은 잠재적인 “2 천 선교사들”의 인력풀인가? 

- “사역자”는 어떻게 “선교사들”을 돕거나 그들과 협력하는가? 

- “사역자”는 어디에서 “선교사들”을 돕거나 그들과 협력하는가? 

- “사역자”는 소위 “텐트메이커(자비량 선교사)”와 비슷한가? 

- “1 만 사역 위원회”에 관하여 (30-Year volume p. 212): 

- 그 위원회의 구성원은 누구였나?/누구인가? 구성원은 어떻게 

선정되었나?/선정되는가? 

- 그 위원회의 책임은 무엇이었나/무엇인가? 

- 그 위원회는 얼마동안 지속되었나 (혹는 현재도 존재하는가)? 

- “그 위원회는 왜 [1 만의 수를 재해석하여] “1 만”이란 (산술적 의미를 넘어) 온누리 

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성도라고 정의했으며 그 결과를 어떠했는가? 

- 그 위원회의 재해석 (그리고 현재 온누리교회의 이해에 따르면, “1 만명의 

사역자”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로서 살면서 섬기고 있는 모든 온누리교회의 

성도를 지칭하는가? 

VII. “1 만 비전”에 대한 더 깊은 성경적, 신학적, 선교학적 고찰 

- 성경적: 앞에 나온 자료 참조 바람. 

- 신학적: 앞에 기술한 내용 참조. 그리고, 

- 나는 그 기원, 권위, 목적을 포함하여 “2 천/1 만 비전”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갖고 있다. 

- 또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이해를 포함하여 “1 만명의 사역자”를 규명하는 

데 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갖고 있다. 

- Cf. these outside analyses, both by Rev. Dr. Young-Gi Hong: 

- “It is my thesis that the vitality and development of Korean mega-churches may be 

explained by their balanced position of ambivalence toward modernity: With the 

creation of meaningful religious experiences among their members on the one hand, 

Korean mega-churches have protested against a modern rational approach. On the 

other hand, the mega-churches have developed effective modern institutions by 

embracing modern values and structures. This paper hopes to elaborate this through 

two symbolic words: "McDonaldization" and "charismatization".” Young-Gi Hong, 

“Encounter with Modernity: The "McDonaldization" and "Charismatization" of 

Korean Mega-Churches” Cyberjournal for Pentecostal-Charismatic Research #15, 

http://www.pctii.org/cyberj/cyberj15/hong.html, accessed October 1, 2019. 

- “Christian charisma is a gift from God…. Whether innate or not, charisma is a gift that 

enables others to see something different in the leader and a gift that interacts with the 

leader’s life experiences, the members, and the church organisation. Charisma has been 

seen to be a wonderful gift to the institution building of the Korean mega-churches 

providing them with dynam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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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charisma is also a fragile gift that needs careful treatment. Unless we 

understand its ambivalent nature, it might have a deleterious impact on organisations. 

A certain dilemma or degree of tension must be anticipated and overcome if charisma 

is to continue to play its role. Since charisma is a gift from God, it has to demonstrate 

responsibility, sincerity, and integrity with respect to its given purpose within the value 

system of the Christian church. The charisma of Christian church leaders is essentially 

a transient phenomenon: charisma may often last only as long as the life of the 

charismatic leader. Therefore, churches with charismatic leaders, including Korean 

mega-churches, will have to better understand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 as 

well as the self-defining theological identity of Christian charismatic leadership in 

order that they will always be governed by responsible and genuinely Christian leaders.” 

Young-Gi Hong, “Dynamism and Dilemma: The Nature of Charismatic Pastoral 

Leadership in the Korean Mega-church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les and 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 2000, 352. 

- 선교학적: 이전의 자료 참조. 그리고 

- 나중에 나오는 “Acts 29 비전”과 비슷하게 “2 천/1 만 비전”은 하목사님의 영성과 

열정에서 나온 특별하고, 맥락에 잘 맞는 일련의 생각들이었다. 

- “1 만 비전” 요소는 “믿지 않는” 세계의 열방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하목사님의 

한국적 관념에서 비롯된 모호하고 변동이 많은 개념이 되어왔다. 

VIII. 앞으로 나아가며 

- 지속적으로 떠나고 회개할 것은? 온누리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성과 중요성에 대한 

자부심(자랑)  

- 다양한 온누리교회 사역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계속해서 “융합 선교” 이상으로 나아가며, 

다른 사역팀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융합 선교”를 향해 매진. 

- 기도에 더욱 집중하면서, 세대를 아우르고 온 세계를 다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더욱 집중. 

- “2 천” 비전을 검토할 것: 

-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수적 목표를 세울 것인지 아닌지를 정함. 

- 그 결정이 지속된다면 그 수를 조정할 것을 고려. 

- 어떤 경우에든, “2000 선교” 사무실을 “선교” 사무실로 이름을 변경 할 것. 

- “1 만” 카테고리의 사용을 조용히 중단할 것. 

- 온누리교회의 1990 년대에 사용된 비전의 “1 만” 부분을 온누리교회의 역사적 

발전상 제한된 시간을 위한 유용한 동기부여용 도구로서 이해. 

- (관련된 사역들을 개별적인 카운트와 수에 의하여) 현재는 크게 증가된 “평신도 

지도자,” “목회자,” 그리고 “근로자”의 수를 별도로 따로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가 

너무 복잡해서 통제하기 어려워짐.   

-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사역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도록 

초대함으로써 이전처럼 선교관련 동기부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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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목회자,” 그리고 “근로자”를 따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에는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중요성을 폄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함. 

- 주의: 특정한 맥락에서 시작되었고 강의들을 운영했던 기타 프로그램들과 

사역들을 중단할 것을 고려. (예: 서빙고 주중 저녁 예배들 중 일부) 

- 온누리교회의 “선교”에 대한 초점과 밀접하게 관련된 온누리교회의 “선교적 교회” 

성격을 지속적으로 강조. 

IX. 글을 맺으며 세 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 나는 외부의 분석자-고문의 역할을 맡고 있는 온누리교회의 친구이자 동료임이 

분명함. 

- 흠도 있고 부족하겠지만, 이 모든 분석과 제언들은 모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힘. 

-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계속해서 듣고, 배우며 온누리교회의 선교에 대해 이해하고, 

분석하고, 제언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성장해 나갈 것임 

 

*번역: 임선아 목사 (온누리교회 선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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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 The “10,000 Vision” is a challenging subject, for many reasons that will emerge in this study. 

- I have felt conflicted about the entire “2,000/10,000 Vision” ever since hearing about it four 

years ago. After four years of further study, observation, and prayerful reflection, I both (a) 

understand the “2,000/10,000 Vision” better and (b) feel more deeply conflicted about it. 

- More generally, after a two-year hiatus from carefully examining Pastor Ha’s writing and OC’s 

30-Year volume, reading those materials again makes me both (a) thank God afresh for what 

has occurred throughout OC’s history so far as well as (b) cringe and wince at Pastor Ha’s and 

OC’s exaggerated - and understandable - sense of OC’s uniqueness and importance. 

II. Preliminary Biblical, Theological, and Missiological Items Related to the “10,000 Vision”: 

- Biblical: 

- All of God’s people are valuable and useful for Christian witness. 

- spontaneously and cross-culturally, e.g., Acts 8:4, 11:19-21 

- collectively as churches, e.g., Col. 4:5-6 

- There are special missionary co-workers, e.g., with Paul in Acts 20:4, Romans 1:1-16. 

- Theological: 

-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is fundamentally important for churches’ lives and witness, 

cf. I Peter 2:4-5. 

- Historically, various ecclesiastical and ecclesiological traditions have developed, including 

with respect to understandings of “clergy and laity.” 

- Missiological: 

- God has always embraced and used all kinds of Christian people - regardless of their 

“ecclesiastical” position, training, or recognized importance. 

- Missionary sodalities, that involve special training, have played important roles since Acts 

13 and throughout mission history. 

III. The 10,000 aspect of Pastor Ha’s “2,000/10,000 Vision,” as well as within the “Acts 29” upgrade, 

seemingly has not flourished like the 2,000 focus has. 

- There is the Mission 2000 Office and identifiable structures devoted to the “2,000,” e.g., TIM. 

However, there is no “Mission 10,000 Office,” and related structures are either dispersed of 

unidentifiable as related to the “10,000.” 

- Who the “2,000 missionaries” are envisioned to be is clear (at least for the most part). However, 

who the “10,000” (“1 만명의 사역자”) are envisioned to be is not so clear. 

- In most related published materials, after the “2000/10000 Vision” is stated there is often a 

description of how OC’s number of missionaries has increased (toward 2,000) but rarely, if 

ever, any reference to the “10,000” (including in my 2017 “Missional Missions,” pp. 155-157). 

Outside Material: [Note: Gray highlighted portions have no equivalent Korean translation; blue 

highlighted portions point directly to the 10,000 Vision; yellows raise questions.] 

- “In 1994, Ha announced his vision “2,000/10,000” to send 2,000 missionaries overseas 

and nurture 10,000 lay Christian leaders by 2010.” (Kim Yoon-mi, “Onnuri Church 

founder Ha dies” The Korea Herald, August 2, 2011, available onlin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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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10802000533, accessed October 1, 

2019) 

- “Onnuri Church made very systematic plans for its expansion. In 1994, the 

“2000/10000 vision” project was announced. The project declared that the church 

would send 2000 missionaries to non-Christian countries and bring up 10,000 full-time 

ministers. The Internet homepage of Onnuri Church makes it very clear that [36] 

“Yangjae Temple” was built because the church had to be expanded to accelerate this 

“2000/10000 vision” project.” Yohan Yoo, “From Megachurches to the Invisible 

Temple: Placing the Protestant “Church”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Joanne 

Punzo Waghorne, ed., Place/No-Place in Urban Asian Religiosity. Springer, 2016, 35-

36. 

- “In 1994, Ha announced a vission [sic] for Onnuri, “2000/10000,” to send 2000 

missionaries overseas and train 10,000 lay Christian leaders for mission by 2010. Since 

then, TIM has reached a goal of 100 “full time” missionaries in 1997, 300 in 2001, 500 

in 2005, 700 in 2007, and 900 in 2012. The total number of missionaries sent, as of 

December 2014, is 1718, with 835 still serving in sixty-nine different countries. In 

December 2006, the Onnuri Community Church established TIMA….” Meesaeng Lee 

Choi,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America,” in George Thomas Kurian and Mark 

A. Lamport, eds., Encyclopedia of Christianity in the United States. Vol. 5.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6, 2346. 

- “Rev. Ha was reputed for his ambitious and expansive projects, such as his 

2,000/10,000 Vision project that would dispatch 2,000 missionaries and 10,000 

ministers for overseas evangelical work…. In 2003, Onnuri proclaimed yet another 

ambitious goal: the Acts 29 Vision--another innovative project to bring the church itself 

to the mission field.” Michael Begin and Caleb Kwang-Eun Shin, “Sacred Ambitions, 

Global Dreams: Inside the Korean Megachurch Phenomenon,” in Stanley D. Brunn, 

ed., The Changing World Religion Map: Sacred Places, Identities, Practices and 

Politics.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2015, 2322. 

- From J. Nelson Jennings “Missional Missions” (2017): 

- p.106: “Per Pastor Ha’s testimony…., “The Lord has given Onnuri a great vision 

to commission 2,000 missionaries and train 10,000 lay leaders by the year 2010. 

That vision was made clear in 1994.”” 

- p.155: “Another aspect of this “missional” and “missions” challenge is the ongoing 

nature of the “2000/10000” vision….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this “2000 

Vision”? First, somehow the 2010 target date was lost or recalibrated…. [156] …. 

The 2003 promulgation of the permeating “Acts 29” vision (and more recent 

“Fools for Christ” vision) has effectively decentralized - or at least clowded over 

the focus on - the “missions”-natured “2000 Vision….” 

- p.156: “To state the matter more dramatically, the “2000 Vision” has cultivated a 

limited version of OCC achieving its own [157] contribution to missions, more 

than it has cultivated OCC envisioning and desperately praying for larger goals that 

are beyond OCC’s programs and are more explicitly part of God’s redeeming work 

throughout the world.” 

- Note various Korean-English dictionaries’ translations of “사역자”: 

- https://en.bab.la/dictionary/korean-english/ - “Our team was informed that the 

translation for "사역자" is missing” OR “community development worker,” 

“community arts worker” (“service” for 사역) 

- https://zkorean.com/dictionary/ - “minister” (“causative verb” for 사역) 

- https://www.koreanclass101.com/korean-dictionary/ - “Found 0 entries” (same for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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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dictionary.cambridge.org/spellcheck/english-korean/ - “We cannot find any 

dictionary entries matching 사역자” (or for 사역). 

- (Anecdotally, every Korean Christian friend I have asked has struggled to explain 

to me in English the meaning of "사역자.") 

OC Website: 

- http://www.onnuri.org/missions/2000-mission-ministry/ “선교 비전 

1994 년 성도 8000 명이 안되던 때에 2000 명의 선교사와  

1 만명의 사역자를 파송하자는 2000/10000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비전을 따라 온누리교회는 2017 년 누적 1900 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전 세계 75 개국에서 900 여 선교사들이 예수바보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http://en.onnuri.org/about-onnuri/statement-of-faith/ “Missions 

- The Church owns the key to the Heaven received from Jesus. It is the biggest and 

surest blessing that we have won the power of Sheol and owned the key to the 

Heaven. Through 2000/10000 Vision, we hope to become the “suffering witnesses” 

reaching out the end of the world with the Good news. * 2000/10000 Vision – 

2,000 Missionaries and 10,000 Ministors” [sic] 

- http://en.onnuri.org/about-onnuri/onnuri-church-history/: “2000 / 10000 Ministry 

● Onnuri Church steps forward in faith, following after the 2000/10000 vision 

received in 1994 

● Vision to send out 2000 missionaries and raise 10,000 lay leaders by 2010 

● It is to raise and send 2,000 missionaries and 10,000 lay leaders into the mission 

field 

● Invite 2~3,000 people to the ‘Onnuri Ministries Celebration (OMC)’,‘Holy Spirit 

Celebration (HSC)’, and the ‘Vision and Leadership Celebration’A worship 

service is held in the Yangjae Sanctuary in hopes of accelerating the 2000/10000 

vision 

● By April 2000, there are 20,944 registered members in Onnuri Church.” 

IV. Pastor Ha’s Vision of the “1 만명의 사역자” (via quotes from The Dream of an Acts-Like Church) 

- p.20: “Onnuri Community Church receives the 2,000/10,000 vision As I ministered at 

Onnuri Community Church with the “The Acts-like Church” vision, I received another vision 

- the “2,000/10,000 vision” - which was to send out 2,000 missionaries and raise up 10,000 lay 

ministers by 2010.” 

- p.22: “Jesus said,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Matthew 28:19). My 

church’s vision is to continue to write Chapter 29 of Acts, following Jesus’ command. The 

Book of Acts is not finished yet. This part of Scripture is about Christians sharing the Gospel 

with all nations in obedience to Jesus’ command, and it is still ongoing. Acts 29! This is why 

Onnuri Community Church exists, and it is a vision that cannot be abandoned.” 

- p.100: “Second, a church where members actively participate in ministries The Church is 

a community of Christians. The leading actors of this changing world are the believers (the 

laity)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Biblical churches are places where members can 

actively lead the people. We need to build this type of structure and system in churches today.” 

- p.111: “Third, a church led by vision What kind of church is an ideal church and a biblical 

church? First, it is a church led by the laity; second, a church led by the Holy Spirit; and third, 

a church led by a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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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2: “What is God’s vision? It is to realize the kingdom of God and the dream of Jesus 

Christ’s cross. God’s dream is to save humanity, which is doomed to receive eternal judgment, 

due to Adam’s original sin. When we look into the Bible from Genesis to Revelation, the one 

expectation, one dream, one hope, and one focus is to save humanity.” 

- p.114: “The vision of the Church is ultimately to save souls. Then what is the vision of the 

Church? Why did Jesus build the Church? Why does the Holy Spirit give birth to churches and 

nurture and complete them? The vision of the Church is obvious and clear - it is to save all 

humanity.” 

- p.115: “Churches should be communities whose ultimate goal is to save souls and whose work 

is to share the Gospel until the end. Evangelism is not just one of the things a church must do, 

but is what the church should be all about. The focus of ministry is on evangelism. Mission 

work is about evangelizing people after moving to a different place. But whether it is doing 

evangelism or missions, the nature of the Church’s work is to share salvation.” 

- p.130: “In the Early Church, apostles did not monopolize leadership but shared it with other 

people. This teaches us that the main actor of the Church is Jesus Christ alone and that we are 

all supporting actors.” 

- p.132: “The main actors who will change the world are ordinary members of the church. Day 

by day they live in the world, and as they change and become better Christians, the world can 

change as well. But what’s more important than delegating roles within a church is fostering 

fantastic partnerships between pastors and laypeople. In Acts, apostles implemented incredible 

teamwork with ordinary church members who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Onnuri Community Church is its devoted laypeople. Sometimes they become 

the big brothers or mentors of young pastors in a way. These leaders who devoted themselves 

at the beginning of the church still passionately but quietly serve the church, as Barnabas or 

Caleb did, more than 20 years later. Many ordinary members became pastors or missionaries 

after studying in seminaries. Some time ago, ten new elders were appointed, eight of whom 

later became pastors.” 

- p.140: “I want Onnuri Community Church to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in 

Acts. I also believe that every single Korean church must participate in God’s vision and dream 

of saving individual souls and transforming the world. I hope that we will see the blessings of 

churches praying and providing support for missionaries, and going to mission fields as 

missionaries. This is the real church.” 

- p.167: “Give ministry to lay people. There are many things to touch on regarding ministry for 

the Lord, but I would like to focus on ministries led by laypeople because this is essential for 

Korean churches. We need ordinary members to participate in ministries like pastors do, 

without invading the realm of pastoral leadership.” 

- p.170: “There are three overall frameworks in a ministry led by laypeople, and these are the 

Holy Spirit, vision, and leadership. The source of all power is the Holy Spirit. When a person 

is empowered after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e needs two wings to soar, and these are 

vision and leadership.” 

- p.171: “Sharing a vision with the laity is the first step towards transforming the world.” 

- p.185: “After our church had developed the 2,000/10,000 Vision, 70 percent of the missionaries 

we sent were ordinary members. This is ministry led by the laity. Churches shouldn’t stop 

sponsoring missionaries but should send regular members to the mission fields after they devote 

themselves and serve a ministry following God’s given vision. It sets a good model.” 

- p.226: “Onnuri Community Church has seven basic nurturing programs: new believer 

registration, Quiet Time, one-to-one discipleship, evangelism training, discipleship in a small 

group, imparting vision and leadership, and sending members for outreach.” 

- p.265: “Incubating the vision of missions When I planted Onnuri Community Church, I 

prayed, “God, give me 2,000 young adults! Give me 300 soldiers who can destroy the power 

of the devil! Then, I will bring the world to you.” At that time, we only had around 12 families, 

and around 100 people gathered at the most. How absurd was my prayer! However, God did 

not forget the desire of my heart, and He answered it. Within seven years of starting the church, 

we had 2,000 young adults. Fourteen years after, amazingly, we had 10,000 young adults, and 

in 2007, after 23 years, we have 20,000 young men and women. This is a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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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66: “God gave Onnuri Community Church a tremendous vision, which is “to send 2,000 

missionaries to foreign mission fields and 10,000 lay ministers all across the country.” We call 

this the “2,000/10,000 Vision.” I think it was in 1994 when this vision became clearer in a 

practical way. The state of our church at that time played a more important role than the year 

itself in forming the vision. When our church started to pursue holiness and purity, the 

2,000/10,000 Vision became more apparent. It was born when our church set our goals on 

holiness and purity and raced toward them after the Holy Spirit ministry.” 

- p.267: “I don’t think God gave us the 2,000/10,000 Vision because we were a large church. 

When we first received the vision, we had less than 10,000 church members, but even then, we 

still nurtured the vision within us. We asked God for church growth because we needed 

members to support 2,000 missionaries and 10,000 lay ministers. In some ways, the number 

may not have been that important. Differing opinions about when the vision would be fulfilled, 

whether sometime after 2000 or by 2010, were not that important either. But surprisingly, in 

another way, the numbers 2,000 and 10,000 were important. It was important that we 

proclaimed the vision. Whenever I think about what Onnuri Community Church would be 

doing right now if we hadn’t had that vision, my heart sinks.... Our church probably would have 

succumbed to the aging phenomenon that other traditional churches experience. I am grateful 

that our church had a vision appropriate for our church’s size.” 

- p.272: “Untapping missions for the unreached tribes On Onnuri Community Church’s 11th 

Anniversary Sunday, we adopted eight unreached tribes. I preached the following message that 

day: ‘God gave us a specific vision. It is to change the world,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the churches of South Korea. God gave us the power to do this. In this sense, Onnuri 

Community Church is not a church that belongs to a denomination, a region, or a country. Our 

church is God’s church that stretches out to the world. God called us for that reason and allowed 

us to experience unprecedented growth in the history of Korean churches. However, He did not 

do it for us. As it is said in Acts 1: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we are called to go all around the world. We want to train 10,000 leaders 

and send them to the world, their families, and workplaces home and abroad. Onnuri 

Community Church was planted to proclaim to the army, school campuses, and all regions that 

Jesus Christ is the ruler, the master and the king of everything. God gave us a holy burden of 

sending 2,000 missionaries worldwide to transform the world. Today, we adopted eight 

unreached tribes…. [273] …. A century ago, a handful of missionaries came to Korea. Some 

were martyred, while some built hospitals and schools. They developed a variety of welfare 

facilities and raised the banner of the Gospel in the land that was covered in darkness. That is 

how it all got started, and today, God has made South Korea a nation that is unlike any in 

Christian history. Some of you may go to serve the Iban tribes, some to the Hanis and 

Azerbaijanis, while others to the Buryats, Uzbeks, Veddas, and many other tribes. Just as Korea 

was changed a century after the missionaries came and gave their lives to a land of darkness, 

death, and oppression, I believe the tribes you will reach out to will be blessed after 50, 60 and 

100 years. This is the special mission God has given to Onnuri Community Church.’” 

- p.274: “Some Christians have gone all around the world to people with different languages, 

cultures, and races to share this Good News in spite of danger, pain, loneliness, and poverty. 

Some Christians have left their loving countries, families, and stable careers, and raced to meet 

with foreigners who do not know the Gospel of Jesus Christ. We call them missionaries. Some 

missionaries are pastors, and some are ordinary Christians.” 

- p.275: “Proclaim the Acts 29 Vision. .... I would like to share the sermon I preached when we 

proclaimed the Acts 29 Vision. It will show how our vision for missions materialized. ‘I had 

no idea that Onnuri Community Church would grow this big when I planted the church. I never 

dreamed of a large church or ministered to one, but we became one…. [276] …. The beautiful 

university of God was established. The 2,000/10,000 Vision was given to us through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The vision was proclaimed in Onnuri Community Church, and 

the vision drives us even today. Our church started the Holy Spirit ministry in the 1990s…. 

[279] …. I know the Holy Spirit led us, but Onnuri Community Church became a large church 

without our intention…. I never thought about it until I started to deliberate on the Act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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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Our church proclaimed that we would send 2,000 missionaries and 10,000 lay leaders, 

but the question is, what will they do on the mission field? Of course, they will share the Gospel 

and teach the Bible. They will provide internal healing, one-to-one discipleship, and Quiet Time. 

They will also help the poor and build hospitals. But, these will end after several years. The 

only thing that does not go away until the Lord comes is churches. In reality, sending 2,000 

missionaries is like planting 2,000 churches….[280] …. The signal for this task is Acts 29.’” 

V. Onnuri Church’s Understanding(s) of the 10,000 Vision: 

- The Vision was given (revealed, or at least inspired) by God to Pastor Ha, who then declared 

the Vision to OC and the wider public 

- Some may stress Pastor Ha’s part in creating the entire 2000/10000 Vision 

- Some may stress the church leadership’s input,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 From the 30-Year Anniversary Volume: 

- p.128: “Announcing the Acts 29 Vision …. The Acts 29 Vision is an upgraded version of 

the 2,000/10,000 vision, where Onnuri’s goal was to commission 2,000 missionaries and 

10,000 leaders around the world…. The purpose of Acts 29 was to carry out the original 

vision of the Early Church, and write the next chapter of the Book of Acts.” 

- p.148: “On June 20-22, 1994, Onnuri held its first early morning conference on the theme 

of the Holy Spirit…. This conference became an epicenter for many future ground-shaking 

prayer gatherings where people pray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2,000/10,000 vision and 

many other things besides.” 

- p.154: [Onnuri Newspaper column by Pastor Ha entitled, “Prayer makes possible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July 3, 1994)] “The Holy Spirit is the key to Onnuri’s 

ministry, and prayer is the key to the work of the Holy Spirit…. Recently, God showed us 

the 2,000/10,000 vision, where He commanded Onnuri to send 2,000 missionaries and raise 

10,000 leaders to the mission fields around the world. This is quite an awe-inspiring 

assignment…. [155] …. [Jesus] always started and ended with prayer. The same applies 

for Onnuri. The task of sending out 10,000 leaders and 2,000 missionaries into the world 

shall start with prayer and end with prayer.” 

- p.228: “Throwing Out a Lifeline to the World: The “2,000/10,000” Vision The year 

1994 was a memorable one for Onnuri, as God had revealed the 2,000/10,000 vision. For a 

congregation of 6,000-7,000 people, sending 2,000 missionaries and 10,000 leaders seemed 

impossible and daunting. However, Onnuri was up for the challenge and was dedicated to 

carry out this vision either by going themselves or sending others. Those preparing to go 

underwent a specialized missionary training program…. Those who were staying in Korea 

attended seminars, participated in prayer gatherings, and held fundraisers…. Since Pastor 

Ha shared the 2,000/10,000 vision, different ministries at Onnuri that focused on the Holy 

Spirit of prayer became more active and took an active role in evangelism, and some 

became missionaries…. [229] …. On Easter Sunday that April [1996?], Pastor Ha preached 

on the “Resurrection and Evangelism” and also called for people to commit to the 

2,000/10,000 vision. As a result, 918 people accepted the call to be a part of this movement. 

That October, as the church celebrated its 11th anniversary, Onnuri adopted eight 

unreached people groups. In 1997, Onnuri adopted six more unreached people groups and 

one more in 1999. People started going on outreaches, interceding, and going on vision 

trips to reach those peoples with the Gospel.... The young adults … set out on vision trips 

and short-term mission retreats, further igniting the passion at Onnuri. Organizations 

associated with Onnuri, such as TIM, All Nations Worship & Praise, Intercop, and Duranno 

America, partnered with Onnuri in carrying out the 2,000/10,000 vision. After a thorough 

review of the training software employed by other mission groups, such as BEE, a special 

program was developed to meet the needs of each individual organization. [230] Targeting 

the whole world as the sphere of missionary endeavor, information and data were collected 

by each region, religion, and society for study and analysis. Attempts were made to 

heighten the sense of membership in the missionary enterprise as the support structur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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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issioned missionaries took shape to attend to their needs for ministry and 

sustenance. Through this, Onnuris congregation rapidly grew…. Meanwhile, the 10,000 

ministry committee started executing its plan of sendout out 10,000 leaders. Rather than 

focusing on the number, the committee reinterpreted it as a figure of speech as every saint 

at Onnuri fit the title that testified to the Gospel and served other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and talent. Leader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groups they served: small 

groups, families, educators, etc.” 

- p.232: “Reaching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29 Vision Village Following the 

declaration of the 2,000/10,000 vision in 1994, Onnuri Bethel Church and Onnuri’s 

2,000/10,000 Mission Training Center opened on June 8, 1996…. Onnuri’s 2,000/10,000 

Mission Training Center was renamed “Onnuri World Mission Center” (OWMC) in June 

2002 … as part of the effort to build “the very church” in Acts. With Missionary Samuel 

Kim as the head, the center set out on a mission to build “the very church” in Acts the world 

over, alongside the 2000 Overseas Missions Board (which makes and researches policies 

for missions) as well as TIM [233] (which sends out missionaries and supports them). 

OWMC held a “Leaders’ Missions Camp” on June 18 for all of Onnuri’s leadership…. The 

leaders made a vow to serve the unreached tribes and peoples with prayer first. 

Subsequently, OWMC coordinated training programs, such as Onnuri School of Missions 

(OSOM) for long-term missionaries and Turning Point (TP) for short-term missionaries. 

Moreover, the course “Why Missions?” awakened the church to the significance and the 

grace of missions as it was attended by laymen both in Korea and at Onnuri’s vision 

churches abroad. Many teenagers also participated in the pro-[234]gram at Sunday school 

called “Power Wave”.... In 2010, OWMC was renamed “Acts 29 Vision Village,” which 

provides a platform to: >train all church members to lead missional lives (Mission2all), 

>support given to committed Christians in realizing their visions (Mission#), >missionary 

Training [sic] for long-term missionaries, >gather intercessors to pray for all peoples and 

nations 24/7 (Prayer all), and >host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mission in an effort to 

build a strategic mission network (Global Leadership all). With the above give visions in 

place, Onnuri’s Acts 29 Vision Village spurs itself on to testifying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world” 

- p.235: “Pastor Ha’s Sermon at the opening ceremony for Acts 29 Vision Village Fully 

Dedicated to Missions Today, we open the doors to the Acts 29 Vision Village as we 

celebrate Onnuri’s 25th anniversary [2010].... The village is closely related to Onnuri’s five 

core values. First, evangelism and missions: Through sharing the Gospel, Jesus starts 

working in the soul of an individual. When the Gospel is testified abroad, Jesus Christ is 

planted in the hearts of tribes and peoples across national boundaries. Mission is the Gospel 

reaching the ends of the world. Onnuri is a community of those who spread the Gospel here, 

locally, as well as globally.… [236] …. Sharing is one more thing. I wish to share with the 

whole world all the blessings God has poured on Onnuri. I dream of a church that shares 

with the entire world, including Japan and China, as well as many churches that are being 

planted in Korea…. [237] …. The most important of the five is home evangelization as 

well as overseas missions…. Mission entails training and sending out missionaries, but 

more importantly it involves you evangelizing wherever you are. At home or work, it is 

important to lead a missional life. We are all missionaries in that sense. Helping the 

missionaries is also mission work, but whatever we do wherever we are is also mission 

work. Our vision is to write chapter 29 in the Book of Acts. Our vision is to realize the 

vision God gave us. Acts 29 Vision Village was built with this vision in mind…. Matthew 

28:18-20…. Onnuri Newspaper Issue No. 806 (June 27, 2010)” 

- p.238: “A Missions Vision for Reaching “All Nations” (“Onnuri”) …. In July 2006, a 

seminar was held to share the “2030 vision for Korean missions,” which was announced at 

NCOWE IV…. In September 2009, delegates from 12 mission organizations were invited 

for an opportunity to collaborate and network. Leaders from Onnuri’s Mission Ministry, 

YWAM, Intercop, GO, HOPE, GMP, WEC, GBT, OM and UPMA participated…. In 

November 2006 … TIM … entered [239] into a partnership…. On July 1, 2009, the 

Wednesday Mission Conference was held in the evening in the main sanctuar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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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binggo campus. Its purpose was to bring all the elements of missionary endeavor 

together and concentrate on praying…. Within a month, 180 people came forward as 

intercessors and 79 made vows to dedicate their lives as missionaries.” 

- p.272: “Doing Missions in the Homeland - Reaching Out to Multicultural Families 

With the influx of the [sic] migrant work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o Korea, Onnuri 

has started to reach out to them with a goal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 p.283: “His death at the peak of his ministry will bring the Acts 29 vision to fruition. 

Holding onto that belief, the 30,000 people of Onnuri will remember Samuel Kim as a 

person who dedicated his time on this earth to realizing the 2,000/10,000 vision. Let us also 

be faithful to the end and pursue the golden crown that awaits us in heaven. Pastor Yong-

jo Ha Onnuri Newspaper Issue No. 477 (February 29, 2004)” 

- p.352: “Pastor Ha’s Congratulatory Message on Onnuri Newspaper’s 2nd Anniversary To 

act as the heart, the eyes and the hands and feet of the church body …. [353].... Onnuri 

pursues dreams inspired by God. Onnuri strives to be a biblical church, modeled after the 

Early Church. Onnuri desires to bring change into the world, by sending 2,000 missionaries 

and 10,000 leaders all over the globe. For the sake of Onnuri, the Holy Spirit charts a course 

amid rough seas to advance the ideals of the church and to march forward with the Gospel 

with the goal of changing the world. [354, 355] .... Onnuri Newspaper Issue No. 96 (April 

28, 1996)” 

- p.355: “Onnuri Bonds with the Local Community for the “Land of Vision” Celebrating 

its 30th-anniversary, Onnuri has become the church it is today because it has continued to 

pursue its God-given vision throughout the years. First, establishing Onnuri after the Early 

Church; second, Onnuri’s commitment to send 2,000 missionaries and raise 10,000 leaders 

to the mission fields around the world; third, the Acts 29 vision by continuing to carry out 

God’s work just like the Apostles did in the Book of Acts. We will soon begin to see God’s 

fourth vision for Onnuri; however, until then, we will wait and see. In May 2011, as Pastor 

shared the Acts 29 vision, a new vision was in the works, called the “Land of Vision.” …. 

“We want to find a place where we can build our future. For the past 15 years, I have had 

this plot of land that is located next to the Seobinggo campus in mind. Not only will this be 

the headquarters for the [357] Acts 29 vision, but it will also be a stepping stone for the 

next generation to continue Onnuri’s mission…. As I celebrate my 25th year with Onnuri 

this year, I do not know if I will see the new vision come to life. Even after Onnuri purchases 

the land and builds on it, I may never have the opportunity to preach on in. However, I 

know this is something I have to pursue until I’m done with the ministry. This is something 

where everybody’s effort is needed. Therefore, I am asking everyone to contribute to this 

effort as much as you can…. Do not worry about how much you should contribute, just 

pray. He will tell you. Let us hold fast to God with faith and passion for realizing the vision 

of Acts 29. I love you.”” 

VI. Some of My Questions: 

- Regarding any church’s “vision”: 

- How does a church’s stated “vision” compare with any other organization’s stated “vision”? 

- Who decides if a church should have a stated “vision” and, if so, what it is or should be? 

- Regarding OC’s “missions vision” in general: 

- How did Pastor Ha understand “선교,” including in relation to Korea (ROK)? 

- How did Pastor Ha understand “비전,” including its types, origin, scope, and purpose? 

- How did Pastor Ha understand OC’s “ultimate goal,”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evangelism or missions” and “changing the world”? (cf. Ha 115: “Churches should be 

communities whose ultimate goal is to save souls and whose work is to share the Gospel 

until the end. Evangelism is not just one of the things a church must do, but is what the 

church should be all about. The focus of ministry is on evangelism. Mission work is about 

evangelizing people after moving to a different place. But whether it is doing evange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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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missions, the nature of the Church’s work is to share salvation.” and Ha 132: “The main 

actors who will change the world are ordinary members of the church. Day by day they live 

in the world, and as they change and become better Christians, the world can change as 

well.”) 

- How will Pastor Ha’s successor(s) and OC as a whole understand “선교” and “비전”? 

-  Regarding the entire “2,000/10,000 Vision”: 

- Who created or originated the “2,000/10,000 Vision”: God, Pastor Ha, or some 

combination of the two? 

- Who decided to declare (or announce) the “2,000/10,000 Vision”: Pastor Ha, other OC 

leaders, or some combination? 

- Who has decided how to implement the “2,000/10,000 Vision” (in its various stages and 

components): God, Pastor Ha, other OC leaders, or some combination? 

- Who have OC members (including elders, program leaders, missionaries, pastors, and 

others) understood the creator or originator of the “2,000/10,000 Vision” to be: God, Pastor 

Ha, or some combination of the two? 

- Who have OC members (including the groups listed above) understood the authority(ies) 

or leader(s) to be for deciding how to implement the “2,000/10,000 Vision”: God, Pastor 

Ha, others, or some combination? 

- Who have OC members (“) understood the authority(ies) or leader(s) to be for their own 

participation in the “2,000/10,000 Vision”: God, Pastor Ha, others, or some combination? 

- How have OC members (“) understood the “2,000/10,000 Vision” in relation to OC’s 

“purpose,” “mission,” “calling,” “goals,” “ministries,” and “programs”? 

- How is the “2,000/10,000 Vision” different from a motivational tool or a marketing strategy? 

- How has the “2,000/10,000 Vision” related to denominational (Tonghap) missiological 

goals and financial policies? 

- Regarding the “10,000” component: 

- What is the best English term or phrase for expressing "사역자"? “leaders,” “ministers,” 

“workers,” all preceded by “lay,” “mission,” or both? 

- What is the best Korean explanation of who the 10,000 "사역자" are? 

- What is the best English explanation of who the 10,000 "사역자" are? 

- Are the “10,000” inherently “lay” ministers or leaders (not ordained ministers or clergy)? 

- What is (are) the difference(s) between OC’s 2,000 “missionaries” who are “ordinary” or 

“regular” members (cf. Ha p.185) and the “lay ministers” or “leaders” who are part of the 

10,000? 

- Is one difference related to “calling” or “‘devotion’ to calling”? 

- Is one difference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supported vs voluntary)? 

- Have the 10,000 been understood (originally or subsequently) to serve in Korea (in contrast 

to the 2,000 sent to “mission fields” outside Korea)? 

- Are the “10,000” OC ministry leaders? 

- Are the “10,000” leaders and participants in Onnuri-related mission organizations, e.g., 

TIM, TIMA, BEE, All Nations Worship & Praise (cf. 30-Year volume p.229)? 

- Are the “10,000” a pool of potential “2,000 missionaries”? 

- How do the “사역자" help or cooperate with “missionaries”? 

- Where do the “사역자" help or cooperate with “missionaries”? 

- Are “사역자" similar to so-called “tentmakers”? 

- Regarding the “10,000 ministry committee” (30-Year volume p.230): 

- Who was/is on it, and how were/are they selected? 

- What were/are the committee’s responsibilities? 

- How long did the committee last (or does it still exist)? 

- Why did “the committee [reinterpret the number 10,000] as a figure of speech as every 

saint at Onnuri fit the title that testified to the Gospel and served others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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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es of his grace and talent. Leader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groups they served: 

small groups, families, educators, etc.”? What has been the effect? 

- According to the committee’s reinterpretation (and current OC understanding(s)), does 

“1 만명의 사역자” refer to every OC member living and serving as “missional church” 

members? 

VII. Some Further Biblical, Theological, and Missiological Reflections on the “10,000 Vision”: 

- Biblical: see earlier items. 

- Theological: see earlier comments. Also, 

- I have theological questions about the “2,000/10,000 Vision,” including its origin, authority, 

and purpose. 

- I also have theological questions about identifying “1 만명의 사역자,” including in church 

leaders’ and members’ understandings. 

- Cf. these outside analyses, both by Rev. Dr. Young-Gi Hong: 

- “It is my thesis that the vitality and development of Korean mega-churches may be 

explained by their balanced position of ambivalence toward modernity: With the 

creation of meaningful religious experiences among their members on the one hand, 

Korean mega-churches have protested against a modern rational approach. On the other 

hand, the mega-churches have developed effective modern institutions by embracing 

modern values and structures. This paper hopes to elaborate this through two symbolic 

words: "McDonaldization" and "charismatization".” Young-Gi Hong, “Encounter with 

Modernity: The "McDonaldization" and "Charismatization" of Korean Mega-Churches” 

Cyberjournal for Pentecostal-Charismatic Research #15, 

http://www.pctii.org/cyberj/cyberj15/hong.html, accessed October 1, 2019. 

- “Christian charisma is a gift from God…. Whether innate or not, charisma is a gift that 

enables others to see something different in the leader and a gift that interacts with the 

leader’s life experiences, the members, and the church organisation. Charisma has been 

seen to be a wonderful gift to the institution building of the Korean mega-churches 

providing them with dynamic power. 

However, charisma is also a fragile gift that needs careful treatment. Unless we 

understand its ambivalent nature, it might have a deleterious impact on organisations. 

A certain dilemma or degree of tension must be anticipated and overcome if charisma 

is to continue to play its role. Since charisma is a gift from God, it has to demonstrate 

responsibility, sincerity, and integrity with respect to its given purpose within the value 

system of the Christian church. The charisma of Christian church leaders is essentially 

a transient phenomenon: charisma may often last only as long as the life of the 

charismatic leader. Therefore, churches with charismatic leaders, including Korean 

mega-churches, will have to better understand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 as 

well as the self-defining theological identity of Christian charismatic leadership in 

order that they will always be governed by responsible and genuinely Christian leaders.” 

Young-Gi Hong, “Dynamism and Dilemma: The Nature of Charismatic Pastoral 

Leadership in the Korean Mega-church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les and 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 2000, 352. 

- Missiological: see earlier comments. Also, 

- Similar to the subsequent “Acts 29 Vision,” the “2,000/10,000 Vision” was a particular, 

contextualized set of ideas coming out of Pastor Ha’s spirituality and passion. 

- The “10,000 Vision” component has been a vague and fluctuating notion, rooted in Pastor 

Ha’s Korea-based notion of blessing the remaining “non-Christian” nations of the world. 

VIII. Moving Forward 

- Continue to leave behind (repent away from?) OC’s pride in its own uniqueness and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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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e to move beyond “Convergence Mission” only as various OC ministries collaborating 

together, and move toward “Convergence Mission” as including partnering with other 

ministries. 

- Focus more, especially including in prayer, on the triune God’s mission across the generations 

and throughout the world. 

- Revise and updateReconsider the “2,000” vision: 

- Decide whether or not to continue having a specific goal for the number OC missionaries. 

- If the decision is to continue, consider revising the number. 

- In any case, change the name of the “Mission 2000” Office to “Mission” Office. 

- Quietly discontinue use of the “10,000” category. 

- Understand the “10,000” part of OC’s 1990s vision as a useful motivational tool for a 

limited time period in OC’s historical development. 

- Attempting to identify separately the now large number (by individual count and number 

of ministries involved) of “lay leaders,” “ministers,” and “workers” has become unwieldy. 

- Calling OC members to consecrate themselves to become special “사역자” has lost its 

earlier missions-related motivational purpose. 

- Separately identifying OC’s “lay leaders,” “ministers,” and “workers” runs the risk of 

denigrating the importance of all OC members. 

- Note: Consider discontinuing other programs and ministries that were begun in particular 

contexts and have run their courses, e.g., some of the SBG evening services. 

- Continue to emphasize OC’s “missional church” character, intertwined with OC’s focus on 

“missions.” 

IX. Three Closing Statements of Assurance 

- I am both an OC friend-colleague as well as an outside analyst-consultant. 

- All of these analyses and recommendations, with all of their flaws and shortcomings, are mine. 

- By God’s grace I will continue to listen, learn, and grow in my understanding, analyses, and 

recommendations regarding OC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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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의 사역 참여 

조문상 선교사 

서론 

이 발표자료는 BEE 사역에 참여하고 헌신한 성도가 거치는 과정을 시간적

으로 정리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성도가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일반적 단계를 제

시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자신에게 맞는 사역에 참여하여 기쁨으로 사역을 수

행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교회가 성도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제시함으로

써 각 성도가 필요한 사역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사역 참여 단계 

1. 사역과의 만남 

특정 사역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때입니다. 

A. 만남의 때 

한 성도가 자신에게 맡는 사역을 만날 때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때는 하나님의 때와 성도 자신이 사역에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1) 하나님의 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 성도가 어떤 사역에 참여하게 될 때 

그것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의 백성 각 사람을 향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

하심으로 사역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2) 성도가 사역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

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역(자신이 

원하는 특정 사역은 아닐지라도)에 참여하고자 마음에 준비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기본관계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더 주님을 섬기기를 열망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공부와 QT, 기도, 예배 등을 교회는 강조하

고 성도가 기본에 충실하도록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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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내가 가진 은사가 사용될 수 있는 사역인가?  

성도가 특정 사역에 참여할 때 확실한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있다면 훨씬 어

떤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지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도가 가진 은사를 발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1) 내게 드러난 은사(능력)은 무엇인가? 

2) 내가 소망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3) 내가 즐겁게 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4)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던 사역은 무엇인가?  

5) 영적으로 성숙한 주위 사람의 의견은 무엇인가 

BEE 사역에는 주로 말씀과 관련된 은사 즉 가르치는 은사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성도가 관심을 갖고 사역에 참여합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은사가 없더라도 증보기도나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도 헌신적

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경험 

사역에 참여하게 되면 사역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성도가 

어떤 사역에 발을 들여 놓더라도 다 헌신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역으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A. 수혜자 

보통 성도는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수혜자로서 특정 사역을 맛봅니다. 그때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이 있고 삶이 변하는 경험을 할 때, 또

는 그 사역이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준다고 확

신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사역에 헌신하도록 부르셨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사역자로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BEE에서는 BEE의 과목을 학생으로 배우며 말씀을 배워가면서 동시에 BEE 

사역에 대해 맛을 봅니다. 학생들은 처음에 BEE를 성경공부를 제공하는 기

관으로 알고 발을 들여 놓지만 개강예배, 수련회, 아웃리치, 수료예배 등을 

통해 BEE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역 현장을 방문함으로 BEE가 선교단

체임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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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훈련 

보통 어떤 사역에 성도가 사역자로 발을 들여놓으면 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 기간은 특정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첫 관문입니다. 

BEE의 경우 5과목을 수료하고 3명 이상의 인도자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BEE의 사역자가 되기 위한 훈련인 “인도자훈련학교”(FTS)에 초청을 받습니

다. BEE에서 FTS 대상자를 선별하여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초청하며 대부분

은 BEE 사역자의 후보로 선정된 것을 감사해 하며 훈련을 수락합니다. 하

지만 훈련의 강도로 인해 중간에 훈련을 포기하거나 BEE 사역자 되기를 저

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도자훈련”은 단지 BEE 사역자를 훈련하는 것을 

넘어서 BEE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를 분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C. 사역 

사역을 위한 기본 훈련을 마치면 가장 낮은 단계의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

다. 대부분은 보조자로서 사역에 참여하게 되며 선임자로부터 실질적인 사

역에 대한 훈련이 병행됩니다.  

BEE의 FTS를 마친 성도는 BEE 세미나의 보조 인도자(FA)로 활동합니다. FA

의 역할은 세미나의 행정적 처리와 정 인도자(FT) 앞에서 과목의 일부를 직

접 인도해 보는 것입니다. FT는 보다 좋은 인도자가 되도록 FA의 수업준비

와 진행 등을 감독하고 수정할 것이 있다면 알려줍니다. FA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수행하면 정식 BEE의 사역자(훈련 사역자, TF)로 임명되면서 BEE 

선교단체의 정회원이 됩니다. 보통 전체기도모임에 참석하게 되며 회원으

로서 회비도 납부합니다. TF는 자신의 책임하에 전체 세미나를 인도하지만 

선임 인도자가 참관하여 전체적인 세미나 진행에 대한 감독을 받고 평가를 

받습니다. 

D. 감동 

자신의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도 자신이 받았던 것과 유사한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셔서도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는 사역에 참여한 성도의 자시의 중요감 즉 자신도 하

나님의 도구로 사용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임을 확

인하는 단계로 사역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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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의 과목을 가르치며 그 과목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간증과 변화된 삶은 

어렵게 시작한 BEE 사역자로서의 발걸음을 감동으로 이어줍니다. BEE의 기

도모임은 이런 감동을 체험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많은 시간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선교

사들의 간증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또한 소그

룹으로 구성된 기도테이블에서는 자신의 개인 기도제목과 삶을 나누며 이

를 통해서도 기도가 응답 받는 감동을 경험합니다. 

E. 확인 

사역에의 참여에서 받은 긍정적 감동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사역으로 부르

셨다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3. 헌신 

성도가 특정 사여에 헌신하려면 보통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A. 부르심 

어떤 사역이든지 헌신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명은 구원의 경험과 같이 각기 다르게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하게 

올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듯이 

특정 사역에의 부르심에도 하나님이 그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BEE의 회원들은 어떤 보수도 주어지지 않지만 회원으로 회비를 내고 헌금

을 하며 자신의 시간을 들여 BEE 사역에 헌신적으로 임합니다. 때로는 자

비로 위험을 감수하고 해외의 열악한 지역으로 가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합

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BEE의 학생으로 시

작했다가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여 BEE의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 싸움 

많은 경우 어떤 사역에 헌신하고자 할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탄의 방해

일 수도 있고 자신의 세상적 욕망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려 놓을 

것, 포기할 것, 치러야 할 대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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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 사역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역시 기본이 중

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성도라면 주님이 기뻐

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 갈등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기뻐하는 것

을 포기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사탄의 어떠한 공격이 와도 불

굴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BEE의 사역자들에게도 싸움은 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탄의 이간질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큰 헌신에는 더 큰 싸움

이 기다립니다. 세미나를 맡을 때나 단기사역으로 해외에 나가야 할 때 사

탄의 다양한 방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할 

때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훨씬 크고 깊고 

다양한 싸움과 부닥쳐야 합니다. 

C. 순복 

갈등의 순간에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할 때 주님께 순종

하여 복종합니다. 이제 진정한 주님의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물

론 성도가 이 상태까지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다른 누구도 동일하겠지만) 내적 싸움이 있을 때 주님과의 밀

고 당김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BEE 회원들의 중보 기도

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4. 나눔 

특정 사역에 헌신한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혜, 사역, 지도력을 다른 사람과 나

눕니다.  

A. 은혜 

먼저 자신이 이 사역을 통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BEE의 사역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이러한 나눔을 통해 BEE 사역을 소개받는 것입

니다. 성경을 공부하며 받은 은혜를 자신의 일대일 제자에게, 가족에게, 주

위 사람에게 나눔으로 그들이 BEE의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위에 언급한 단

계를 거치며 또 다른 BEE의 사역자로 자리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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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역 

은혜의 나눔은 다른 사람들을 수혜자로 초청하는 것을 넘어 특정 사역에 

동참하도록 사역으로 초청하는데 이르기도 합니다. BEE에서는 FTS 대상자

로 선정되었다고 연락 받으면 대부분 감사해 하는 것은 이미 이에 대해 기

존 사역자로부터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BEE에서는 사역자의 질을 유지하

기 위해 굉장히 신중하게 일정 기준이 맞는 성도를 제한적이면서도 적극적

으로 사역자로 초청합니다. 

C. 지도력 

특정 사역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성도는 자신의 지도력도 나눔으로써 사

역이 배가되도록 할 것입니다. BEE에서는 FT가 된 후 테이블 리더로, 특정 

부서의 부원으로, 운영위원으로, 이사로 자신의 지도력을 사용합니다. 각 

지도력에는 정과 부가 있어 부가 정의 사역을 도우며 해당 지도력에 대한 

경험을 쌓고 사역 능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부는 보통 정이 추천하는 사람

으로 합니다. 

5. 확인 

이 확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사

역으로 확실히 부르셨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사역에 부를 때 순종한 것이 

옳았음을, 이 사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말씀을 통해, 사역의 감동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확인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확

인은 사역에 참여한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A. 사역 

사역에서 지속적으로 얻는 기쁨과 감동으로 소명이 확인됩니다. 

B.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사역이 주님의 나라에 얼마나 귀중한지 

확인해 주십니다. 

C. 기쁨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 나갈 때 사역에 참여한 성도에게는 

안정감과 중요감의 충만함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의 성취 후에 오는 기쁨과도 차원이 다른 영원성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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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치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나면 주님을 위해 특정 사역에 헌신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A. 영원의 가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천국에서 얻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지 깨닫게 되고 헌신할 때 싸움에서 내 것을 내려 놓고 주님께 순복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커다란 주님의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B. 사역의 가치 

그리고 내가 참여한 사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 육적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사역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사역을 

얼마나 원하시는 줄을 깨닫게 됩니다.  

C. 상급의 가치 

상급이 우리가 사역하는 원인이나 이유는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 상급에 대

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순종했기에 주님은 적어도 그 순복을 인정해주시리

라는 기대감과 그에 따른 상급, 주님이 직접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그것이 

무엇이던 간에)을 바라보게 합니다. 

7. 평안 

어쩌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평안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산 후 또는 인생의 황

혼기에 올 것입니다.  

A. 순복에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복했기에 적어도 이 부분

에서 주님께 책망 받지는 않고 더 나아가 칭찬 받으리라는 평안입니다.  

B. 열매에서 

또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옴을 깨달으며 자신이 주님 앞에 서서 자

신의 삶에 대해 주님께 고할 때가 있을 터인데 사역을 통해 열매를 맺어왔

기에 그때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다라는 평안도 있습니다. 또한 한 사역에 

헌신하면서 맺은 사역의 열매가 있기에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거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평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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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의 사역 참여를 위한 교회의 책임 

1. 사역과의 만남 

A. 만남의 때 

이 단계에서 교회는 기본적인 주님의 제자 훈련인 QT, 기도에 대한 훈련과 

이를 실생활에서 매일 실천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다양한 성경공부(특정 사역에 대한 것이 아닌)와 예배 참여 등 주님

의 제자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한 기본이 충실하도록 성도를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라면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사역

인 전도를 강조하고 가정생활을 성경적으로 이끌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역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성도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B. 내가 가진 은사가 사용될 수 있는 사역인가?  

이 단계에서 교회는 모든 성도에게 은사가 무엇인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은사를 발견하는지 등 은사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고 각 성도가 자

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움으로써 각 성도가 본인에게 하나

님이 주신 은사와 맞는 사역을 찾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2. 경험 

A. 수혜자 

교회는 성도가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어떤 훈련은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

만 의무가 아닌 자발적 원함으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훈련의 효

과가 더 좋기 때문에 특정 훈련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해

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B. 훈련 

교회는 각 사역자가 되는 데 필요한 정형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훈련은 사역자 공통 훈련과 특정 사역 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효

과적일 것입니다. 공통 훈련은 교회에서 주관하고 특정 사역 훈련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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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가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각 사역단체나 부서에서 교회의 인정을 받

은 강사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C. 사역 

교회는 훈련 받은 성도가 사역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역

을 해 나가면서 높은 수준의 사역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훈련 역시 

교회의 인가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각 사역단체나 부서에서 교회의 인정을 

받은 강사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D. 감동 

사역에 실패하는 경우 사역을 통해 감동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단

계에서 교회는 특정 사역에 참여한 성도가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

록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사역에 도움을 주거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 

개선할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에게 주어진 은사에 적합하지 않

은 사역에 참여함으로 본인이나 그 사역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

보다는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그 사역이 본인의 은사에 맞는지 신중히 평가

해보고, 그 사람의 은사와 맞지 않는 경우 맞는 사역과 연결해 주어야 합

니다. 

E. 확인 

교회는 성도의 은사에 맞는 사역이 무엇인지 확인할 때까지 성도의 은사와 

사역을 관찰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3. 헌신 

A. 부르심 

교회는 소명에 대해 성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각 성도마다 하나님의 특별

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음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며 그러한 삶이 가져다 주는 다양한 기

쁨과 가치를 강조해야 합니다. 

B. 싸움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는 삶의 목적에 대한 훈련. 나 중심

이 아닌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주님 중심의 삶에는 치러야 할 

- 89 -



 

대가가 있음을 교회는 성도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라

는 기본에 충실한 성도의 삶을 격려함으로 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성령충만을 유지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C. 순복 

교회는 진정한 순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도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전지전

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사모하여 그

분에게 헌신하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4. 나눔 

A. 은혜 

교회는 각 사역에 참여한 성도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기회는 사역자 대회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한 

간행물이나 CGNTV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역 소개 및 사역자 모집을 위

한 특별 집회나 기간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B. 사역 

교회는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기적으로 알림으로써 

각 사역에 참여할 사역자를 모집하는데 긍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거나, 현

재 주일학교교사를 모집하는 것과 유사하게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참여할 

성도를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C. 지도력 

교회는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가 삶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계획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5. 확인 

A. 사역 

교회는 자신의 은사와 맞는 특정 사역에 헌신한 성도를 교회의 공식적인 

사역자(일만 사역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B. 말씀 

말씀 공부는 성도가 사역자로 인정 받기 전 뿐 아니라 사역자로 인정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성도가 집사, 장로 등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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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다다르면 더 이상 훈련 받기를 기피하고 사역에만 참여하려는 현상

이 있는데 더 좋은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도록 꾸준히 말

씀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삶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역이 

성경에 어떻게 근거하고 있는지 그 사역에 참여한 성도가 반복적으로 확인

하도록 함으로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역의 중요성을 알도록 안내해야 합

니다. 

C. 기쁨 

교회는 특정 사역에 참여한 성도가 그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사역을 통한 긍정적 열매를 보게 함으로 사역에서 오는 기쁨

을 갖도록 분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정한 시간을 통한 사역 발표회나 

수혜자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6. 가치 

A. 영원한 가치 

교회는 성도가 하늘나라를 실감하도록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세상의 가치

와 하늘나라의 가치의 차이에 근거한 영원함의 가치를 가르침으로 성도가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에 근거한 삶을 살도록 격려해야 합니

다. 

B. 사역의 가치 

위의 5의 B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참여하고 있는 사역의 가

치를 정기적으로 새롭게 깨닫도록 함으로 특정 사역에 지속적으로 헌신하

도록 돕거나 사역에 흥미를 잃거나 지친 사역자에게 사역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C. 상급의 가치 

교회는 성도에게 상급의 개념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강조함으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가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에 따라 다른 상급이 주

어짐을 성도가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겪을 당황

스러움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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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안 

A. 순복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마땅한 본분과 하나님께 꾸준히 순복한 삶이 

가져다 주는 복을 가르침으로 주님이 주신 특정 사역에 열심히 자신의 시

간과 물질을 포함해 삶을 드렸던 사역자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B. 열매에서 

위의 6의 C와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 받을 것과 하나

님 나라의 영원성, 그곳에서 누릴 상급을 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꾸준하고 

겸손하게 사역에 헌신한 열매임을 가르치고 확신하도록 인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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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교회 선교컨설팅 

2019 년 11 월 12 일 

[두란노아버지학교 소개 (안)] 

 

1. 두란노아버지학교 소개 영상 (2 분) 

 

2. 두란노아버지학교 현황 (2019 년 8 월말 기준) 

*1995 년 10 월, 두란노서원에서 처음 개설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가정의 문제이며, 가정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문제라는 인식 

위에 올바른 아버지상을 추구하며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에 아버지를 되돌려 보내자는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 국내 75 개 지부 (서울:  11 개 지부) 

- 해외 7 개 본부: 미주본부, 중국본부, 일본본부, 동남아본부, 

오세아니아본부, 유럽본부, 아프리카본부 

- 한국 포함해서 총  73 개국에서 개설 

- 총개설회수:  8,406 회  (국내 6,353 회, 해외 2,053 회) 

- 수료자수:  총 403,101 명 (국내 330,506 명, 해외 72,595 명) 

 

3. 수료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가능 

*아버지학교를 먼저 수료하고 그때의 결단과 감동을 이어가며 또 새롭게 

아버지학교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자원봉사로 나선 아버지들을 스태프라고 

부릅니다. 

- 비전 나누기: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 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 

- 리더십 컨프런스(상반기 하반기 년 2 회), 준비기도모임 

- Father Blessing 격년 1 월 초 개최:   2019 년 21 개국에서  

126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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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사자 훈련 

- 헌신자스쿨 (상반기 하반기 년 2 회) 

- 강사 양성 및 선발 (강사스쿨 년 2 회, 강사 선발 년 1 회, 

강사 아카데미 년 1 회) 

 

5. 헌신자스쿨 영상 (2 분) 

 

6.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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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온누리 선교컨설팅  

- 사역을 모든 성도에게 -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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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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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온누리 선교컨설팅  

- 사역을 모든 성도에게 - 

 

 

온누리 일만사역 

논의에 대한 평가 
한정국 선교사 / 정민영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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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교회 제5회 선교 컨설팅)

■ 4개 발제에 대한 나의 의견
한정국 선교사 / hanjcook@daum.net

  제5회 컨설팅 모임은 1만비젼이 초점이 되어, 발제자들의 대부분이 출중한 1만사역자들인 
점이 좋았다. 필자는 조대식 장로, 조윤상 선교사, 한충희 1만사역 담당자의 글과 외부자 시각
으로 제닝스 박사의 글을 읽고 몇 가지 조언하고자 한다.

1. 발제에 대한 응답

  1) ‘사역을 성도에게’에 돌리자는 조대식 장로의 제안은 시의적절하다. 온누리 2기를 언
급한 것도 제1기의 미완성 과업을 완수하자는 뜻에서 1만비젼은 2기의 숙명적 과제가 된다. 
사역을 성도에게 돌려주자는 발언은, 옥한흠 목사의 ‘평신도를 깨운다’와 하용조 목사의 ‘선교
에 미친 사역자를 일으킨다.’라는 부르짖음으로 한국교회의 큰 흐름이 시작되었고, 2기의 주자
로 나선 이재훈 목사와 우리들의 몫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즉 2천1만비젼은 우리세대 내의 
실현이다.

  2) ‘1만사역 확대방안’을 제시한 한충희 사역자의 제안은 아주 구체적이다. 그 사역자 운영
을 위한 ‘1만사역본부’설치도 공감되며, 그 과정으로 현 2천만본부 외의 ‘1만사역위원회’

구성과 활성화가 우선되었으면 한다. 

  3) 조윤상 선교사의 ‘성도의 사역 참여’는 모든 사역자들이 읽어야 할 준비 글이라고 말하
고 싶다. 특히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지침은 아주 유용하다. 다만 이 사회

(국가/세계)가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첫 출발점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소명에 
대한 확인과 이어 필요한 훈련과정과 사역의 OJT(On the Job Training) 등도 꼭 필요하다.

2. 회고와 점검

  2천선교사비젼은 누적적으로 달성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2천 

비젼의 업그레이딩이 필요하다. 2천1만비젼 중에 2천비젼 달성의 감사는 더 큰 과업인 1만 

비젼 성취로 인도하는 21세기 몽학선생이 되고 있다. 

  1) 제닝스 박사가 지적한 “하목사님의 2천1만비젼 그리고 Acts29비젼 중에서 1만비젼은 2
천비젼만큼 잘 펼쳐진 것 같지 않다”란 말은 예리한 지적이며,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고 있
다. 그는 “2천 선교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그 대상은 분명한데 반해서 1만사역자들은 누

가 그 대상자들인지 불분명하다”라는 지적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 사실 2천선교사들 중에
서 상당수가 평신도 사역자란 점에서 이들은 1만사역자비젼의 마중물과 같은 존재요, 하용조 
목사가 의도한 선교 (그의 선교는 해외 선교를 액센트를 둔 광범위한 선교로 1만사역을 내포
하고 있었다)의 시금석이었다. 따라서 2천선교사의 평신도 사역 평가가 긍정적이라면,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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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사역자 개발은 더욱 희망적이다.
  2) 온누리교회가 추구해 온 많은 사역 방법에는 서구가 개발한 방법(Q.T, 1대1, 두란노서원 
등)이 있으면서도, 하용조 목사의 연예인교회 설립 DNA를 이어 ‘아버지학교’ 등의 독창적 작
품을 개발해 왔다. ‘경배와찬양’도 세계 기독교 내의 K-POP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3) 1만 사역자가 초기에는 해외 근무로 나가는 평신도를 소정의 준비를 시켜 파송하는 일면
을 보였으나, 이에 대한 Follow-Up의 부족과 선교 현지에서 한인교회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
웠던 제약 속에서 고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난 무수한 사역들이 스포트
라이트를 받지 못해 1만사역 카테고리에 들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러나 작년 2천본부가 마련
한 “Integral Mission” 포럼은 선교의 총체성을 일깨우는데 좋은 역할과 함께 2천선교

사비젼과 1만사역자비젼을 연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인 견해인 평신도의 다양한 국
내외 사역이 세계 선교의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각자의 독립된 사역 정체성이 상호 연동적
인 성격으로 인식되어질 필요가 있다. 즉 둘의 관계는 ‘차별이 아닌 구별’적 관계로 수레

의 두 바퀴에 비유될 수 있다. 

3. 나의 제언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깊은 고민을 한 일선 목회자 릭 워렌 목사는 그의 목회 방식을 
‘Purpose Driven Church’라는 책으로 표현했다. 야구 경기에서 Home으로 최종 질주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1) 2천1만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사회가 또한 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서 출발해 보자. 내가 무엇
을 하기 전에 우리의 사역목표가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자. 20세기 말 선교 사역자들은 
루이쉬 부쉬의 제안대로 21세기에 하나님의 이 세계를 위한 새로운 선교 페러다임이 무엇일
까? World Enquiry를 조사한 바 있다. 결과는 ‘Transformation(변혁)’이었다.  로마서
12:2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be transformed)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

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란 말씀이 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변화될 필
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선행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2) 한국사회는 지금 사면초가적 위기 속에 이념적 내분으로 큰 혼란 속에 있다. 교회 또한 
많은 문제 속에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을 
변화시키며, 세계선교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대의 요청’이다. 여기서 2천1만 선교
운동이 재 점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온누리 2기의 시대적 과업이 되어야 하며 한국교회와 사
회는 온누리교회를 지켜보고 있다. KWMA가 2010년에 ‘한국 개신교 25년 속에 나타난 하나
님의 선교 행적’을 리서치 하던 중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었다. ‘한국교회는 한반도 

역사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한국사회를 변혁(Transform)시킨 교회’였다는 점이었다. 물
론 21세기 엄청난 시련을 받고 있지만 이 한국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나설 
수 밖에 없다.

  3) 1만사역자비젼은 좀 더 근본적인 큰 틀과 작은 틀의 사역개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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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의 개발로는 ‘Transform The World’ Think Tank Team이 제안한 Tool을 참고할 만 하
다. 그들은 한 국가의 진정한 복음화는 7영역에서의 진정한 변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회, 가정, 교육, 비즈니스, 미디어, Arts & Entertainment 그리고 Governance 이
다. 다행히 온누리교회는 7영역 중 6개 영역에서 구체적인 변혁적 시도를 추구하였다. 교회는 
2천만운동 비젼의 실천, 경배와찬양, QT와 1대1의 제자훈련으로, 가정은 아버지학교 어머니학
교 등으로, 교육은 한동대, 전주대 등의 투자와 성경적 운영의 실현으로, 비즈니스는 수많은 
성도들의 다양한 직업에서의 사역으로, 미디어는 CGN, 두란노서원 등으로, Arts & 
Entertainment는 연예인교회 등의 DNA로 살리고, 수많은 연예인들의 공헌으로 헌신해 왔다. 
문창극 장로의 국무총리 실현이 무산되었지만 Governance 영역에서도 활약이 있으리라 보지
만 제일 아쉬운 부분이 정치 영역인Governance에서의 기독인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한국사
회의 현재 가장 큰 필요는 Governance의 변화인데 말이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 21세기 선교는 교회만의 변화로 부족한 시대이
며, 세계선교만 강조해도 안되고, 총체적인 선교와 전인격적인 전사회적인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이점이 1만선교사비젼의 이 시대적 필요이다. 즉 ‘Social Felt Need’ 이다. 여기서 출발
하여 1만사역비젼을 재 점검, 재 설계하여 2천1만사역을 달성해 보자.

 * 온누리교회는 이것을 해야 한다 (It must be done)

 * 우리는 주의 도움으로 이를 할 수 있다 (It can be done)

 * 총체적 복음화는 말씀대로 될 것이다 (It will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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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온누리 선교컨설팅  

- 사역을 모든 성도에게 - 

 

 

KING’S WAY 재단 

사역 소개 
박동현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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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온누리 선교컨설팅  

- 사역을 모든 성도에게 - 

 

 

제주ACTS29훈련센터 

운영방향 
이재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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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온누리 선교컨설팅  

- 사역을 모든 성도에게 - 

 

 

선교분과위원회 

사역보고 
신헌승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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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분과위원회 사역 보고 

신헌승 장로  

 

아래의 발표하는 내용은 지난 7년간 선교 분과위원회에서 나눈 이야기들과 이재훈 담임 목사님의 

선교 방향, 그리고 온누리 선교 목사로 자문을 해 주셨던 Nelson 박사님, 정민영 선교사님, 한정

국 선교사님 등 선교 리더십들의 권면의 말씀을 종합한 것입니다. 또한, 이 발표자료는 1대 선교 

분과 위원장이셨던 정대서 장로님의 발표 자료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I. 선교 분과 위원회  

1. 선교 분과 위원회 설립 배경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하용조 목사님에 이어 제2기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재훈 목사님

은 어떤 안건들이 TOP DOWN 의사 결정 방식보다 BOTTOM-UP 방식으로 충분히 토론을 하고 합

의되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잠언 15:22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회 산하에 사역별로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 선교 분과 위원회, 사역 위원회, 제도 개선위원회, 건축 디자인 위원회등 여러 위원회가 만

들어졌고, 선교 분과위원회는 그 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일입니다.  

선교 분과 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교 본부와 선교 현장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온누리 교회 

누적 선교사는 2019. 11. 01 기준으로 2,080명으로, 현재 활동하는 선교사는 76개국 9894명입니다. 

이 많은 선교사님들과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선교 이슈중 하나입니다. 

둘째, 온누리 교회 선교 관련 기관들 간의 연합을 통해 선교 사역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

다. 온누리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팀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선교 관련 기관

들은 대략 25개 기관입니다. 선교 본부, TIM, 더멋진 세상, 온누리 미션, ACTS 29 비전 빌리지, 

CGNTV, 아버지 학교, BEE, C,MN, SWIM, 에젤, 일대일. QT, 대청, 차세대, 두란노 서원, 창조 과학회, 

가정 사역본부, 여성 사역본부, 해외 비전 교회 협의회, 일본어 예배,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불

어 예배, 등등입니다.  

 

2. 선교 분과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교 분과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온누리 선교 기관들의 대표들이 모여 함께 온누리 선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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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전략 수립 및 선교사역 관리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각 기관이 고유의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온누리 선교 목표에 맞추어서 함께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3. 선교 분과 위원회의 선교 신학: 기본적으로 로잔의 방향을 따릅니다. 

WCC가 교회 통합 운동으로 나아간 것은 좋은 취지였으나 사회참여 등 비 복음적 운동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빌리그래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 1974년 세계적 복음 운동을 시작한 

것이 로잔 운동입니다. 복음에 대해, 사회의 각 영역과 여러 이슈에 대해 성도로서의 자세와 삶이 

무엇인지, 로잔 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2010년 제 3차 로잔대회 공식 문서인 케이프타운 서약을 

통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선교 분과 위원회의 활동 

가. 정기 모임 

선교 분과위원회는 온누리 교회 선교 관련 기관 대표들이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겨

울 방학을 제외하고 매월 둘째, 네째 토요일 오전 6시에 모여 약 4시간 정도 선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모이는 총 횟수는 14회 정도입니다. 선교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요 선교 

분야에 대해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나. 선교 컨설팅 

매년 1회씩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온누리선교에 대한 컨설팅’을 받습

니다. 2015년 1회 모임을 가진 이후 올해 2019년 모임이 다섯 번째 모임입니다. 제1회에서부터 4

회 컨설팅까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김동화, 손창남, 정민영, 조문상, 한정국, 한철호 선교사님, 

성남용 목사님. Nelson 박사님과 이태웅 박사님이십니다.  

다. 융합 선교 지역 심포지엄 개최  

중국 융합 선교팀은 2016년 1회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선교 본부, TIM, BEE, 중국어 예배등 기관

별 발표를 하였고, 중국 교회 김명일 목사님으로부터 ‘선교 중국’에 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라.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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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선교 분과 위원회의 정기 모임 회의록(3권) , 선교 관련 기관 연합 모임(2권). 중국 융합 

선교팀 심포지엄(1권), 온누리 선교 컨설팅(3권) 등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II. 온누리 교회의 선교 

1. 대형 교회의 선교적 책무  

대형 교회인 온누리 교회: 온누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2017년 11월 KGMLF (Korean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는 설악산 켄싱톤에서 “대형 교회의 선교 책무 (MEGACHURCH 

ACCOUNTABILITY in Mission) ”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포럼에서 온누리 교

회의 선교 활동과 책무가 소개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의 순기능 

온누리 교회는 대형 교회로서 타 교회보다 월등한 인력과 재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대형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지 Acts 29 비전 빌

리지, 온누리 제주 선교 센타, CGNTV, 더멋진 세상, 러브 소나타, 두란도 서원, MK 교육 같은 것들

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양한 기관을 연합시키고 동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인적, 물

적, 무형 자산을 선교에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역기능 

그러나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본부 중심적 관리 체

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 기간이 느리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본부와 질서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자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지역 본부 같은 제도

가 필요합니다. TIM이 몇 년 전부터 RC(Regional Coordinator) 제도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

워나가고 리더십 계발을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타 단체와 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빨리 하려

는 유혹이 있습니다. 온누리 선교가 교회 울타리에 갇힌 고립된 선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온누

리 내부의 소리뿐만 아니라 외부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내외의 교회들과의 협력과, 

WEC, OMF, FCBHM FCA 같은 선교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지속적인 교류는 온누리 선교의 지경을 

넗혀 줄 것입니다, 

 

2. 온누리 선교의 도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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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교회 선교 목사인 Nelson Jennings 박사님은 일본에서 10년 선교 사역을 하셨던 선교 학

자입니다. 미국의 선교 연구 센터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 OMSC)의 대표이기도 하셨습

니다. 온누리 교회와 현재 4년째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Nelson 박사에 따르면 온누리 교회가 직

면하고 있는 3가지 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전들을 온누리 교회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가 큰 과제입니다. 

첫째, 온누리 교회의 선교 기관들이 교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누려온 영적, 인적, 재정적 자원을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가? 입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1990년대 교회가 폭발적인 성

장을 이룰 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대로 사람과 재정이 

모였고, 비전과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 속도가 늦춰졌고, 한국의 경기는 침체

되었습니다. 리더십들이 연로해 지고, 기도와 재정 후원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온누리 선교 기관들이 각 기관이 목표에 대한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은 

선교 역할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유지하며 기관의 정체성과 사역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 

기관들은 여러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관 본래의 목표로부터 벗어나 있기도 합니다.  

온누리교회의 선교 조직의 역할 초점 

분명한 & 일관된 
←      

모호한 & 변화하는 
→ 

1 2 3 4 5 6 7 8 9 10 

    온누리교회     

   2000 선교본부      

     TIM     

  Acts 29       

 M 선교         

 더 멋진 세상        

     SWIM     

  BEE KOREA       

    CGN TV     

 아버지학교        

- 130 -



셋째, 선교 본부는 온누리 선교 기관들의 연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온누리 선교 기관들이 다

양성을 가지고 성장 발전을 해 나가면서도 온누리 선교 목표를 위해 여러 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

칠 수 있도록 하는 선교 본부는 조정자’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이 없다

면 선교 기관들은 각자 사역을 하는 것으로 그치게 될 것이고, 선교 기관들이 협력할 때 얻게 되

게 선교의 효율과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온누리 선교의 방향 

가. 온누리 교회를 이끌어온 비전 

선명하고 명확한 비전: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2000/10000, Acts29, 예수 바보행전 등입니다. 온

누리 선교도 온누리 교회의 비전에 맞추어 지금까지 달려 왔습니다. 

나. 온누리 선교 목표와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  

첫째,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훈 담임 목사님은 온누리 선교와 관련하여 2015년 제 1회 선교 

Consulting 에서 “세계 선교의 흐름은 무엇이고, 이 가운데 온누리 선교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사역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선교 본부는 깊이 생각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선교 분과 

위원회에서는 이 질문을 선교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Guide Line으로 삼고 있습니다. 

둘째, 타교회, 타 기관과 연합과 협력은 가능한가? 입니다. 조선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의 협력으로 

지역 분할이 되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만의 선교를 어떻게 뛰어 넘

어설 수 있을까? 산마루 교회 같이 작은 단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선교 단체가 있다면 그 딘체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외 적으로 건강한 선교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촉매의 역

할을 하는 것이 온누리 교회의 Mission입니다.  

셋째, 겸손과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Nelson 박사님께서 온누리 교회가 대형 교회로서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해 내용입니다. 온누리 교회는 인적, 물적 지원이 많으므로 무엇인가 

도와주려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으므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

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도우려고 하고, 가르치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으로부

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단체라 하더라도 하나님

께서 그 단체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배워야 한다는 것

입니다.  

 

다. 온누리 선교의 관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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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 관점의 조정(1) -하나님 중심의 선교 

<Nelson Jennings 박사의 그림> 

넬슨 박사님에 따르면 온누리 교인들을 만나보면 모두 온누리 교회가 선교의 중심으로 생각한다

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누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

다. 온누리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는 하지만 온누리교회 역시 하나님 교회의 일부라는 것이고, 선

교의 중심에 온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 관점의 조정(2) -함께 하는 선교의 중요성 

<패트릭 존스톤의 ‘기독교 분포 예상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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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 테일러나 윌리엄 케리가 선교에 나섰던 1900년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00년 대의 

선교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900년도에 대부분 지역에 교회가 없었으나 2000년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2050년에 이르면 더 많은 지역으로 교회가 확산되어 있을 것입

니다. 이 그림을 보면 선교를 위해 현지 교회, 교단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과 선교 파라다임이 바

뀌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 관점의 조정(3) - 선교의 실질적 목표  

선교의 실질적 목표는 동원인가? 선교의 열매인가? Nelson Jenings 박사님이 2017년 6월 미국 선

교 학회 (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지에 온누리 교회의 선교 사역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제목은 ‘선교적 교회의 선교 사역 (Missional Missions)입니다. 그 책자에서 Nelson 박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온누리 선교의 2000/10000 비전은 사살상 동원의 비전이며 온누리 선교는 구체적인 선교의 열

매에 대한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든가 개척된 교회

의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등의 구체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동원에 초점을 맞

추는 것은 온누리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선교사 파송과 동원

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열매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입니다. 전방 개척 지

역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열매에 대한 평가는 일반 사역지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

는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에서 20년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국제 단체 소속입니다. 그런

데 지금까지 한사람의 개종자도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열매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그 국제단

체는 오히려 최근에 한 가정을 이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도록 파송을 하였습니다. 영혼 구원이

라는 열매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 맺혀질지 그 시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도 있다는 것은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열매에 대해, 구체적 선교 목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선교 분과 위원회 협의를 통해 도출된 온누리 선교 방향과 대상  

온누리교회 선교가 지금까지 선택하고 집중하였던 사역과 앞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온누

리 선교의 방향과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온누리 선교는 국내외적으로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한 선교 생태계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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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지는 일에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온누리 선교는 국내외적으로 타 교회, 교단, 단체와의 연합 사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2019) 선교 본부내에 OGP (Onnuri Global Partnership)라는 새로운 팀이 출범되었습니다. 

OGP의 목적은 선교지에서 연합, 협력 사역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 현장의 리

더십들로 하여금 온누리교회를 방문하도록 하여 온누리 선교을 이들에게 알리고자 함입니다. 중

국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매년 선교 본부에서 진행해온 ’비타민씨‘프로그램을 작년부터 타국가에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가나, 코트디브아르, 르완다, 온두라스, 몽골, 파키스탄등 다양

한 국가의 총회장 등 146명이 대거 참여하였고, 이제 ’비타민씨”는 국제적인 온누리 교회 소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3일 입당 예배를 하는 온누리 제주 선교 센

타는 앞으로 OGP사역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주민 사역과 난민 사역입니다. 선교는 이제 지역적 개념을 뛰어 넘어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2017년부터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선교사

를 파송하기 시작한 것은 변화된 선교 흐름에 맞추어 선교를 해외로만 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은 

획기적 사건입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정든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난민들을 위한 사역은 하나

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으로 집중적으로 사역할 예정입니다. 2020년 TIM에서는 레바논 베카 지역

으로 6Unit의 중동 지역 선교사를 재 배치하여 시리아 난민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

다. 선교 본부에서는 SWIM을 통해 터키 거주 시리아 난민을 위해 현지 교회와 함께 일자리를 창

출 사역을 해 오고 있고, 일대일 사역과 난민 가정을 위한 아버지 학교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

월 25-30일 난민 어머니 학교가 개최될 예정이며, 여러 모양으로 온누리 선교 기관들이 난민 사

역에 동참하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융함 선교의 멸매를 맺혀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넷째, 전방 개척 및 온누리 교회가 입양한 15개 미전도 종족을 포함한 미전도 종족 선교는 온누

리 선교가 초창기부터 헌신해온 선교 영역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III. 융합 선교 

1. 융합 선교의 배경 

 태동: 선교 분과위원회에서 많은 토의를 거치며 ‘선교의 돌파를 이루기 위해 가장 

적합한 도구가 무엇일까?’ 고민하며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융합 선교입니다.  

 패트릭 존스톤의 ‘교회와 선교적 구조’ 를 통한 융합 선교 모델 고찰. 패트릭 존스

톤에 따르면 초대 교회는 선교를 위해 신학교, 교회, 선교 단체가 융합의 모델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역할을 잊어버렸고, 이제는 다시 초대 교회

의 융합 모델로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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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누리 교회의 융합 선교 모델:  

온누리 교회는 교회와 선교 단체가 융합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존스톤의 모델과 

다른 점은 ‘제자 양육을 위한 신학교와의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연구할 영역으로 남

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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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 선교의 정의 

융합 선교란 모든 동원 가능한 선교 인적, 물적 자원(예, CGN, 더멋진세상)을 선교지의 교회나 교

단과 맞춤식으로 연결시켜서 현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교하

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융합 선교입니다. 

 

3. 융합 선교의 실제 

 

교회 주도형 전략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Organized & Planned Mission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

관간 연합이 필요하고, 세계 각처로 흩어진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 본부를 강화해야 하

며, 선교 자원의 총체적 동원과 맞춤 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Organized Mission을 해 

나가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Unorganized 

Mission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Organized Mission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No Research 

No Mission입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따라 간 것으로 인해 성령 충만한 사역이 무계획적 

사역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계획하고, 각 지역마

다 장로를 세우며 조직적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던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선

교는 Research를 바탕으로 한 Organized Mission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교 분과위원회에서 융합 선교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기 위해 3개 지역을 정하였고, 지금까지

의 사역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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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융합 선교의 구체적 실례 

 일본 융합 선교 .  

일본 선교를 위해 선교 분과 위원회는 KRIM에 의탁을 해서 약 1년 정도 일본 선교에 대해 

Research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놀랍게도 일본에 관한 책들은 많이 있

으나 일본 선교에 관한 책들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챤이라 하더라도 일본인과 한국인의 

세계관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일본인 크리스챤 들은 믿지 않습니다. 

일본 크리스챤들이 창조와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Research를 통해 일본 선교를 위해 창조 과학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

니다. 일본인을 이해하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진리가운데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형적 상황화

가 필요합니다. 즉, 창조, 부활 같은 진리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그들이 받아드리도록 가르치되, 문

화의 차이는 일본인의 정서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는 ‘융합 선교’

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TIM, 비전교회, 러브소나타, 두란노, 아버지 학교 BEE,, 

창조 과학회, 일대일 등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해 나가되 이제 서로 협력할 부분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2019년 7월 TIM JAPAN 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비전 교회 본부

장이신 이영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본내 융합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동남아 무슬림 융합 선교 

융합 선교의 모델로 인도네시아 무슬림 사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온누리교회는 1996-1997년에 걸

쳐 11개국에서 15개의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종족이 백 퍼센트 무슬림인 람

풍 족입니다. 람풍족을 위해 2000년 초 TIM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서빙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10

년 이상 지속적인 아웃리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부터 더멋진세상이 람풍족 사역에 적극적으

로 참여 하였습니다. 더멋진세상은 람풍족 집단 거주 지역인 “ 바뚜 바닥” 에 더 멋진 마을 조성

을 위해 마을에 우물을 파 주고 건강 증진 센터를 지어 주었습니다 현지 병원인 Extramural 팀의 

람풍족 사역을 위해 엠블람스를 사주었습니다, 2017년에는 “위스마까시 청소년 센터를 지어주어 

람풍족 학생들이 입소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청소년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던 람풍족 학생들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적같은 놀라운 일들입니

다.  

2018년 6월 1-4일 3박 4일로 선교 분과 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갔습니다, 선교 본부, 

TIM, 더멋진 세상, BEE, CGN, 현지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어떻게 인도네시아 융합 선교를 활발하

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이은준 선교사님을 융합 선교를 위한 코디네이터로 

세웠습니다. 2019년 8월 27-29일 CGNTV인도네시아 개국 5주년을 맞이하여 현지 교회 리더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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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특강을 포함하여 선교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선교 집회는 온누리 

교회 선교사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2018년 온누리 교회 ’비타민씨‘ 행사’에 참여하였던 인도네

시아 현지 목사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자발적으로 집회를 추진한 것으로 그들 스스로 모임을 만

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서 아프리카 융합 선교 

서부 아프리카 융합 선교팀의 사역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서 아프리카 융합 선교 시범 지역

으로 현지 리서치와 방문을 통해 2014년 코트디브아르가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도 불어 예배의 

필요성을 당회에 보고하고 불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코트디비아르의 아비장 한인 교회와 온

누리 교회가 협력하기로 하였고, 아비장 한인 교회가 세운 장로 교단(100여개 교회) 신학교(ITEPC)

에서 BEE.가 신학생 교육을 하였습니다. 아비장 한인 교회를 통해 AOG (Assembly of God, 교단 성

도 56만명) 교단을 소개받았고 AOG 총회장을 포함한 AOG 교단 리더십들이 2018년 바타민씨에 

참여하여 온누리 교회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AOG교단이 온누리 교회를 방문후 관심을 

가진 사역이 CGNTV와 BEE사역이었습니다. CGN을 본딴 방송사역은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곧바로 

시작하였고, BEE는 2019년부터 AOG교단의 총회장을 비롯된 리더십들에게 BEE 훈련을 시작하였습

니다. 아프리카 교회가 뜨겁게 예배 드리는 성령 중심 사역이 강하므로 말씀 사역은 AOG 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TEPC 신학교 학생들 중 니제르, 콩고, 라이베리아 등 다른 서부 아프리카

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 여러 국가로 BEE 사역이 확장될 

것입니다. 또한 AOG 교단은 한국인으로선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서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NET WORK가 되어 있으므로 AOG 교단을 통해서 BEE사역이 확산될 것입니다. 더멋진 세상은 아

비장 한인 교회와 함께 ‘무당 마을”이라는 곳을 소개 받아 모자보건, 우물파주기등 여러 사역을 준

비 중에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코티디브아르 아비장에 파송되어 있는 TIM 김성윤 선교사님

의 사역을 돕기 위해 대청과 CMN 아웃리치 팀을 보냈었고, 아비장 한인 교회 성도대상으로 Y 

Mission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TIM, 아비장 한인교회, 현지 장로 신학교, AOG교단, BEE, 더멋진세상, 

비타민씨의 사역이 융합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코티디브아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융합 선교와 MPL (Mission Planning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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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L의 정의  

융합 선교를 누가 융합 선교를 해 나갈 것인가? 연합을 해야 하고,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역할을 MPL이 

하게 됩니다. MPL는 교회에서 지명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별로 사역을 해 나가면서 자신이 스스

로 MPL의 역할을 해 나 갈 수 있습니다. 융합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촉매의 역할을 하는 사

람이 MPL입니다.  

 MPL의 자질 

MPL은 온누리교회의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온누리 교회와 현지 교회, 

현지 교단, 현지 선교사, 또는 한국의 교회, 교단, 선교사들 사이의 사역을 창의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MPL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mpathy (공감), Competence (능력), Humility (겸

손), Opportunity(기회) 입니다. 첫 자를 뗴어 합하면 ECHO가 됩니다. 메이리라는 뜻입니다. 상대

방에 대한 공감과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환경을 기회로 삼아 융합 사역

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수고는 아름다운 열매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

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춘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는 승하고 나는 쇠하리라.’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재훈 담임목사님이 2014년 제 1회 온누리 선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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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서 ‘연합’에 대한 설교는 지금까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수님이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두세 사람

이라고 하셨을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예를 들면 수 만 명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

지 않고 왜 두 세 사람이었을까? 두 세 사람이 마음을 맞추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세 사람의 마음을 합하기만 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합의 역사, 협력

의 역사, 융합의 역사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낮아져야 

하고, 누군가가 쇠해야 하는데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융합 선교가 총론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선교의 

돌파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MPL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그들의 순

종을 통해 융합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IV. 온누리 선교의 향후 과제들 

 일만 사역자 발굴과 선교 참여 

 장기적 안목으로서 차세대 선교 리더 양육 

 시대에 맞는 선교방법론 도입 (SNS, youtube, 스포츠 등) 

 ODA, 사회적 기업의 지원 자금 활용 방안 

 은퇴 선교사를 포함한 선교 이슈를 다룰 연구소 활동 강화  

 

V. 결론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선교 사역이 힘있게 

진행되고, 교회가 부흥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온누리교회가 겸손하게 

촉매의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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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온누리 선교컨설팅  

- 사역을 모든 성도에게 - 

 

 

 

총 평 
이재훈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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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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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온누리 선교컨설팅  

- 사역을 모든 성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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