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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위해 헌신하시는 담임목사님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 KCMUSA(Korean Christian Mission USA)는 비영리 재단으로 이사장 박

희민 목사를 중심으로 2002년 8월 미국 Los Angeles, California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KCMUSA.ORG는 유일한 한인 기독교 Internet Portal로서 인터넷 설교방

송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Site에 등록된 교회와 선교기관의 정보를 통해서 교회나 선교

단체를 찾거나 정보를 원하는 전 세계의 한인 동포들에게 정확하고 Update 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KCMUSA 재단 소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7 월 KCMUSA 는 새롭게 Homepage 를 대폭 Upgrade 하면서 지난 18 년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유일한 기독교 Internet Portal Site 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 세계의 영향력있는 목회자들의 설교방송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보실 

수 있는 설교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1 차적으로 각 교단 및 교계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한인 목사님 설교 90 편, 전 세계 영어권 교회 

설교 30 편, 전 세계 비 영어권 교회 설교 10 편 총 130 편의 설교방송을 KCMUSA.ORG 를 

통해 방송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제작비용 청구 등 경비부담은 일체 없습니다. 모든 제작은 100% 저희 재단 IT 

제작팀들에 의해 제작, 방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각 나라별 지역 시간차 관계로 주일 예배를 

마치시면, 해당 영상을 주일 당일 혹은 월요일까지 주시면 즉시 전세계에 방송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끝까지 전파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아서 

한국과 전 세계 750 만명 한인 Diaspora 를 포함한 비 기독교인들에게도 은혜와 감동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설교방송 사역에 목사님의 귀한 설교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KCMUSA(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 소개서 

    2. 설교방송 승낙서 

    3. KCMUSA 주최 2020 온라인 찬양제 포스터 

     

문의: 

    1-213-365-9188 / kcmusa@kcm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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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장: 박희민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