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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18-19) 

 



January – March, 2014 
 

지역교회와의 연합 활성화 

교회 웹사이트 (www.tcotnalaska.org) 신설   

Clothing Room 개설 

재소자들의 변화 

 

다예 백일 



April, 2014 
 

방주교회 35주년 기념 선교대회 참석 
(2014. 4.17-27)  

 
 



May, 2014 
 

선교팀과의 동역 

• 워싱턴중앙장로교회 DTS 선교팀 (2014. 5.5 – 12) 
 

  



May, 2014 
 

선교팀과의 동역 

• 낙스빌사랑교회 선교팀 (2014. 5.19 – 27) 

  

 



June - July, 2014 
 

아웃리치 중심의 여름 사역 

선교관 구입을 위한 준비  

1박 2일 가족 나들이 

  

 



August, 2014 
 

선교팀과의 동역 

• 볼티모어 벧엘교회 선교팀 (2014. 8.4 - 11) 
-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August, 2014 
 

선교관 구입 (2014.8.25) 
5350 Little Tree Street. Anchorage, AK 99507 

 
- 선교관입주감사예배 (2014. 8.28. 방주교회 선교팀과 함께) 

- 오픈 하우스 (2014.11.10) 

  



August, 2014 
 

선교팀과의 동역 

• 서울 방주교회 선교팀 (2014. 8.27 – 9.3) 

 

  



September - October, 2014 
 

어린이 사역의 활성화 

- Hmong 어린이들의 출석율 상승 
 

한인교회 & 성도들의 협력 증가   

 



November - December, 2014 
 

추수감사주일/성탄감사주일 

다예 첫돌/유아세례 
전성호 목사 방문 (2014. 12.6-8)  

 
   



We are working together for Jesus Christ  
for the Kingdom of God in Alaska. 

And many more… 



SUPPORTS around the World  

Inid Grace Korean Church Anchorage First Free  
Methodist Church 

Individuals, Groups, and Churches  

supporting the ministries  

for the Kingdom of God in Alaska 

Alaska Korean Christian  
Reformed Church 

And all of the prayer partners… 

All Saints’ Episcopal Church 

Sumkeenun Church 



2014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신나게  달리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알래스카 모든 선교사역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 다민족사역 – 병원사역, 여성 교도소 사역, 방과 후 교실 사역이 주중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2. 중보기도사역 – 권영복 원로목사님의 인도로 선교관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사모성경일독모임 – 이순옥 사모님의 인도로 앵커리지 한인 목회자 협의회에 속한  
                               사모님들을 중심으로 선교관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양육사역 – 모텔에 장기투숙하고 있는 분들에게 성경공부와 신앙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어린이사역 – 김윤리 선교사를 중심으로 초교파 전도폭발훈련을 계획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6. 원주민 빌리지 선교사역/정신요양홈 사역 – 250여개의 빌리지와 410여개의 정신요양홈에  
                                                              관한 정보수집과 데이터 정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선교의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7. 알래스카 다민족선교센터 (Alaska Multinational Mission Center)  
    – 대지와 건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문규 & 권성광 선교사 가정 기도제목 
 

 

성령충만/성령 안에서 하나된 동역 
온 가족의 영육간의 강건함 
자녀들의 예수님 바라보기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