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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 받는 교회를 통한 세계선교

킹덤미션 북한
(KINGDOMMISSION North Korea)

- 북한 지역 컨소시엄 -

킹덤미션 북한(KingdomMission North Korea)은 박해 받는 북한의 교회를 섬기는 오픈
도어 지역 컨소시엄의 이름입니다.
오픈도어는 1955년 이후 전 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겨왔으며 70여개 국가에서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돌보는 것이 세상의 모든 예
수님의 제자들이 가지는 DNA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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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도어는 박해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역을 진행합니다.

박해 받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세워 세계선교에 참여합니다.
박해 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 기업을 세웁니다.
박해로 인해 상처 받은 수많은 성도들을 치유하고 돌봅니다.
박해로 인해 유리하는 교회들의 귀향과 재건을 지원합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교회들의 억울함을 전 세계에 호소합니다.
킹덤미션 북한 컨소시엄에 참여하시면 북한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1945년 해방 이전 북한에 2200여개의 교회와 20만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와 복음적 교회도 없이 북한의 성도는 현재 30만이 되었습니다.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통일 이후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화는 미래의 일이 아니며 현재의 사역이며 또한 지금의 사명입니다.
지역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후원자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현장 사역은 국제오픈도어가 재정 지출과 사역 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후원금의 90%를 현장 사역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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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 받는 교회를 통한 세계선교

킹덤미션 북한 컨소시엄 지원 항목

성경 배달: 매달 10권 배달(15만원)
제자 훈련: 매달 1인 훈련(30만원)
탈북 여성: 매달 3인 돌봄(15만원)
생존 사역: 매달 2건 지원(20만원)
방송 선교: 매달 10분 방송(30만원)

연간 120권(180만원)
연간 12인(360만원)
연간 3인(180만원)
연간 24건(240만원)
연간 120분(360만원)

오픈도어의 전체 사역(2017년 통계)

성경배달

제자훈련

사회경제적 지원

연간 250만 권 이상의 연간 53만 명 이상이 연간 40만 명 이상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사회경제적 혜택을
배달합니다.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

인도적 지원

연간 87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킹덤미션 북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북한의 복음 전파에 동참해주십시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북한 교회는 가장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북한의 교회를 위해 후원해주십시오!
박해 받는 북한의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름

북한 지역 컨소시엄 문의 신청서

전화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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