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세상에서 이뤄지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시켜 

 

1979년 비젼을 가진 이들의 모임에서 창립된 이래, 아웃리치재단은 장로교인들을 온누리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사역에 참여시켜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장로

교인들과 다른 크리스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세계 선교파트너들에게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바꾸는 능력이 있으며, 이 

관계들이야말로 우리 사역의 바탕입니다. 우리는 미국 내에 있는 개인들

과 교회들을 전세계 선교파트너들과 연결시켜, 역동적인 관계를 맺게 함

으로, 선교의 열정을 심화시키고 선교의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복음의 

심장에 살을 더하는 것은 사역자들(People)과 프로젝트(Projects), 그

리고 파트너쉽(Partnerships)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웃리치재단에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십시오.  

Rob Weingartner 

Executive Director 

 

여러분도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Go (가라) – 1833년 이래, 미국 장로교인들은 온누리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름 받지만, 어떤 이들은 아주 먼 곳에 보내지도록 부름 받습니다. 이 선

교를 더 잘 알게 돕는 방편으로 아웃리치재단 (The Outreach 

Foundation)은 브라질, 중국, 쿠바, 이집트, 모잠비크 같은 곳으로 선

교 여행을 떠납니다.  

 

Give (나누라) – 아웃리치재단은 선교 열정을 가진 개인들과 교회들

의 너그러운 기부를 통해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의 선교 헌금

은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그리스도가 중심된 복음주의적  세계 선교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Pray (기도하라) –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

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

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

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 데살로니가전서 1:2-3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빌 2:10-11) 



La 

Fundación  

 

 우선 순위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선교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회가 본래 불리운대로 선교 소명을 이루게 함 

• 깊이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원함으로;  리더들을 

훈련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며, 긍휼사역 (compassion ministries)을 강화함으

로 

• 온누리의 교회들 특히 피해에 취약한 교회나 급히 성장하는 교회들이 복음의 역량을 키우게 함  

• 선교에 동참함으로 개인들의 삶을 변화시킴  

 

 우리의 재정 

아웃리치재단은 미국내에 있는 개인들과 교회들의 기부로 사역해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교단의 지원도 받지 않으

며, 또한 적립된 자금을 재단(a funded foundation)이 아닙니다.  

매해 우리는 8백만불 이상을 지원하여 온누리의 선교사들과 선교 프로젝트들을 돕습니다. 미국내 구호단체들의 

사무실 운영과 기금모금 비용이 18-20%임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11%가 넘지 않습니다. 연락을 주신다면 감사

받은 재정보고서를 포함해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웹사이트로 오셔서 “The Charity 

Navigator”를 클릭하시면 최신 평가와 재정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의 참여 

그리스도인들이 아래 내용들을 깨닫도록 가르칩니다.  

• 선교는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사실 

• 복음주의는 선교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심장이라는 사실  

• 선교는 교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림받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바꾸는 능력이 있으며, 이 관계

들이야말로 우리 사역의 바탕입니다. 우리는 미국 내에 있는 개인들과 교회

들을 전세계 선교파트너들과 연결시켜, 역동적인 관계를 맺게 함으로, 선교

의 열정을 심화시키고 선교의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복음 증거하는 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구체적

인 기도 제목들은 아웃리치 웹사이트 www.theoutreachfoundation.org 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신대로 참여하도록 준비하십시오.    

 

 

Facebook/Twitter: TheOutreachFndn Instagram: TheOutreachFoundation  

www.theoutreachfoundation.org 
info@theoutreachfoundation.org 

 (615) 778-8881 

 

381 Riverside Drive • Suite 110 

Franklin, Tennessee 37064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아웃리치재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