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 5. 26 
제목 : 워싱턴 DC 교회의 집회소 구입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께 
 
워싱턴 DC 교회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집회소 구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회복을 위해 일으키신 이 
나라에서 주님의 움직이심을 전진시키는데 있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1973년 워싱턴 DC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 거의 50년 만에 
이 나라 수도에 있는 첫번째 영구적인 집회 장소로 기록될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성도들이 인근 교외로 이주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교회들을 세우면서 
워싱턴 DC 교회는 잠시 중단 되었습니다. 이 나라 수도의  금등대는 2012년 워싱턴 
DC가 GTCA의 도시 중 하나로 지정되면서 주변 교회들의 강한 지원으로 다시 
시작되었고 이 지역으로의 이주를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연방정부와 국제외교의 중심으로서 워싱턴 DC 는 또한 많은 대학 캠퍼스 
(조지타운, 조지워싱턴, 아메리칸 대학교 포함)의 본거지이며 워싱턴 DC교회는 
현재 이 대학들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두번째 본사를 포함한 
대기업의 “새로운 타입”의 캠퍼스가 생기고 있어, 교회 생활을 위한 더 많은 이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교회 생활은 대략 80 여명의 성인 성도들과 
30여명의 어린이들이 모이며, 도시 여러 곳곳에서 모이는 많은 가정집회와 활발한 
캠퍼스 사역을 가진 교회 생활로 성장했습니다. 이곳의 성도들은 여러해 동안 다만 
워싱턴 DC 의 필요만이 아닌, 대서양 중부와 주의 회복 전체를 위한 영구적인 
시설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고 성실하게 헌금을 모아왔습니다. 
 
수년간의 물색과 인근 교회들과 교통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4380 MacArthur 
Boulevard NW, Washington, DC 건물을 350 만 달러에 사는 구매협정을 
체결하는데까지 매 단계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건물은 처음 2019년에 450만 
달러까지의 오퍼를 받았었고 그 당시에는 향후 세입자들을 위해 많은 추가 비용이 
드는 증축이 수반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최근에 문을 여셔서 그 건물이 
어떤 세입자들도 없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나와서 거래도 크게 간소화되고 
가격협상도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시기와 인도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2020년 5 월 26 일에 구매 계약를 체결하였고 60 일간의 조사기간(study 
period)과  30 일의 마감기간을 반영하여 2020 년 8 월 26 일로 예상 마감 
날자(closing date)를 정했습니다. 건물과 워싱턴 DC 교회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churchindc.org/meeting-hall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DC와 미국에서의 주님의 움직이심과 권익을 위한 기도를 위해 
이 문제를 몸에 열어놓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구매에 대한 교통에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원합니다. 구매가격에서 40만 달러 
정도가 수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총 비용은 약 390만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160만 달러의 건축 헌금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 



성도들의 헌금과 브리지 대출로 40만 달러를 추가로 기대하고 있으며, 총 비용의 
나머지 190만 달러를 충당하기 위해 여러 은행과 적극적으로 논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어렵고 불확실한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헌금할 부담이 있으시면 아래의 설명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까지 헌금을 해주신 다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의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그 날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주님의 간증과 그분의 움직이심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합니다.  
  
체크(수표): 
            “건축 헌금” (“Building Fund”)이라고 지정하여 우편발송: 

워싱턴 디씨 교회 ( The Church in Washington, DC) 
4800 V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USA 

Zelle (미국내 금융 기관 사용가능): 
“건축 헌금” (“Building Fund”)이라고 지정하고 보냄: 
cidcofferings@gmail.com 
 
Zelle, ACH 또는 국내/ 국제 송금을 사용하는 경우, 기록 보관 및 세금 보고 
목적을 위해 cidcofferings@gmail.com로 이름, 주소, 송금날짜와 금액을 써서 
별도의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CH 또는 국내/국제 송금: 
           “건축 헌금” (“Building Fund”)이라고 지정 

은행  이름: Branch Banking & Trust (현재 TRUIST) 
은행  주소: 3030 Annandale Rd., Falls Church, VA 22042, USA 
계좌  번호: 0000150162971 
ABA/라우팅  번호: 051404260 
Swift  코드 : BRBTUS33 
수취인  이름: The Church in Washington, DC 
수취인  주소: 4800 V ST NW, Washington, DC 20007, USA 
 
Zelle, ACH 또는 국내/국제 송금을 사용하는 경우, 기록 보관 및 세금 보고 
목적을 위해 cidcofferings@gmail.com로 이름, 주소, 송금날짜와 금액을 써서 
별도의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이나 추가 정보를 위해서는 Churchindc@gmail.com 으로 Joe Chang 
형제님과 Seng Guan Toh  형제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워싱턴 교회에서 봉사하는 형제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