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5 IS CHURCH-PLANTING SUNDAY

2월25일은 ‘교회개척주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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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us in celebrating our Alliance church planters.

Join us in celebrating our Alliance church planters.

We celebrate because:

우리가 ‘교회개척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Every Alliance church started as a church plant.

얼라이언스 교회는 모두 교회개척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Today’s worldwide Alliance family originated from the church A. B.
Simpson planted as an outreach to immigrants—the Gospel Tabernacle in
New York City. Church planting is our history, and it must be our future.

오늘날 전세계의 얼라이언스 가족은 이민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A. B.
심슨 목사님이 뉴욕에 개척한 Gospel Tabernacle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은 우리의 역사이며,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God uses new churches to reach new people.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Jesus uses church plants to fulfill His Commission to “go and make
disciples.” There are 156 million unchurched people in our nation,
and hundreds of them are coming to faith through Alliance church
plants every year.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교회개척
을 사용합니다. 우리 나라안에는 1억5천5백만의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
중 수백 명이 매년 얼라이언스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생활을 하
고 있습니다.

Church planters sacrifice to expand the reach of the Kingdom.

교회 개척자들은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희생합니다.

Our church planters share their faith, build relationships, and
disciple new believers, all while building faithful teams to bring J
esus’ light to spiritually dark places. They need your encouragement,
prayer, tangible support, and love. We thank our church planters for
paving the way for the gospel to spread in our nation.

우리의 교회 개척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자 신
실한 팀을 구성하여, 믿음을 나누고, 관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성도를 제
자 삼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격려와,기도와, 사랑과 확실한 지원이 필요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 길을 닦는 교회개척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God is using churches like yours to help our church planters.

하나님은 교회개척자들을 돕기 위해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You are vital to our future in church planting, and we appreciate the
sacrifices you make to send and support church planters.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o get involved in church planting, go to cmalliance.
org/church-planting.

여러분은 교회개척에 있어서 우리의 아주 중요한 미래입니다. 우리는 교
회 개척자를 파송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러분이 희생 한 것에 감사 드립
니다. 교회 개척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malliance.org/
church-planting을 참조하십시오.

Church Planting Headlines:

교회개척:

Here are just a few examples of what Alliance church plants are
doing in their communities.

다음은 얼라이언스 교회 개척이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예들입니다.

Seniors Help Church Plant Reach Addicts and Homeless

교단 내 연장자 팀이 중독자들과 노숙자를 섬기는 것을 통해 개척에 다가섬

A team of Alliance seniors traveled from Arizona to help a ch
urch plant in California. “This trip served as a tremendous cat
alyst for ministry back home,” says Pastor Larry Sundin. “Eac
h person who participated now realizes that the most import
ant part of missions is taking the time to get to know someon
e who is not like you.”

캘리포니아의 교회개척을 돕기 위해 애리조나의 얼라이언스 연장자
팀이 여행을 하였습니다. Larry Sundin 목사는 "이 여행은 사역의 회복
을 위한 엄청난 촉매 역할을 했으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선교
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
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 Regeneration Church, Ocean Beach, California

—Regeneration Church, Ocean Beach, California
Racial Reconciliation through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통한 인종화합

“We read in Revelation what Christ’s Kingdom will look like—
every tongue, every tribe, every nation,” says Pastor Robbie Ed
algo. “We believe that multi-ethnic community of believers re
presents the gospel.”

Robb Edalgo 목사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의 왕국은 모든
방언과,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를 초월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
리는 다 인종 회중이 복음을 대변한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 Cross Culture Church, Cordele, Georgia

—Cross Culture Church, Cordele, Georgia
A Safe Place for Policemen

경찰을 위한 안전한 장소

“We need to have a safe place for policemen to go,” says Pastor
Tim Rupp. “I want those in law enforcement to realize that th
ere are a lot of good people out there who support them.”

Tim Rupp 목사는 “우리는 경찰이 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법 집행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좋은 사람들이 많
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 Cop Church, Idaho Falls, Idaho

—Cop Church, Idaho Falls, Idaho
Send Someone!

누군가를 보내내라!

“Sending our [church-planting] leaders not only blessed new c
ommunities but also blessed our church because it’s kept us h
umble, prayerful, and dependent,” says Pastor Chris Hruska. “
It’s been good for the mission and healthy for our church.”

Chris Hruska목사는 "우리의 교회개척 지도자들을 파견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축복
이 되는데, 이는 그로인해 우리가 겸손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의존케
때문이며, 이로 인해 선교와 교회의 건강이 유지되어 왔다"라고 말합
니다.

—Citylight, Omaha, Nebraska

- Citylight, Omaha, Nebraska
Read these stories and more at: cmalliance.org/church-pl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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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이트에더많은이야기들이있습니다.: cmalliance.org/church-pl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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