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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그룹이 선교를 떠나는 어느 날 교회위에 커다란 무지개가 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무지개를 보며 기쁜 마음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작은 약속을 보면서는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면서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덜 믿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20년의 주인은 바로 우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20년이 지난 후 누군가는 우리를 추억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 2:9>

No : 14-2 / 2014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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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성지순례차 터키를 방문하였을 때
에 에게해의 석양을 바라보며 오둔이라는 조그만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건 곧 사도바울이 환상 곧 비전
을 보았던 드로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서 보았던 비전으로 인하여 그의 선교여행은 소
아시아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방향을 돌려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는 그 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
였다고 역설합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
았더라면 그리고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
라면 오늘의 유럽과 서구 문명의 존재는 불가능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앞으로 휄로
쉽 교회에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 사
도바울이 드로아에서 받은 비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바울이 받은 비전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바울
을 통하여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역사가 
바뀌고 문명사가 변하였던 것은 단순히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동안 우리 휄로쉽 교회는 
지역사회와 열방에서 “와서 도우라”는 도움 요청
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
하는데 많이 부족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모자라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납하셔서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이곳까지 인도
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동
시에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휄로쉽 교회가 나아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비
전으로 정리해 봅니다. 그 비전은 ‘333비전’입니
다. 이 비전은 10년 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할 
우리 교회 모습의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333은 
300+30+3을 뜻합니다. 첫째, 300명의 제자 (300 
Disciples) 양육입니다. 이 제자란 교회의 멤버십
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와 배금사상
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한알의 밀알
이 되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제자 300명을 의미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
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기드온의 
300용사를 뜻합니다. 둘째, 30곳의 선교지 지원 
(30 Missionaries) 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세를 세워 열방을 품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
연구가들이 오늘날 교회부흥의 시대가 막을 내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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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세들의 순
전한 눈망울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소망을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
고 나가야 할 미전도 종족들이 세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셋째, 3개의 교회 (3 Churches) 개척
입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희귀하듯이 수많
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교회가 적은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3중직의 온전한 회복
을 꿈꾸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곧 성도들의 
영성에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왕직의 온전한 회

복을 목표로 하는 교회, 수직적 휄로쉽과 수평적 
휄로쉽의 균형잡힌 십자가의 온전한 능력의 교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년 모든 것이 주
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오직 은혜만 
소망하며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 행진에 앞
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따라갈 
것입니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영적 행군에 여
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이 길을 걷지 않으시렵
니까? 할렐루야!

시작인 창립예배 주보 | 삼행시의 달인 김석경 권사님의 멋진 8행시를 감상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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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리고 내일”
                                                        목사 (1 담임)

    10년 전 이맘때쯤, 
나의 가슴은 캘리포니
아의 하늘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했고, 봄
날의 활짝 핀 꽃들처럼 
기대와 흥분으로 부풀
어 있었다. 인생의 황
금기인 40초반부터 10

년이란 세월을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고 아끼
며 함께 했던 사랑하는 남가주휄로쉽 교회가 창
립 십주년을 맞이하여 그 당시 본 교회에서 후원
하던 선교사님 부부 17분을 초청하여 선교대회를 
하고, 십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목회자로서 최상의 보람
과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예상치 못한 일
들이 속속 터지기 시작했다. 행사 준비로 인해 
바쁜 중에 딸 은혜가 속한 하이스쿨 오케스트라
의 연주회가 있어서 빨리 다녀오겠다는 생각으로 
참석하여 청중 석에 앉아 있는데 비상 연락이 왔
다. 오재순 집사님의 큰 딸 크리스티나가 교통사
고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청천벽력
과 같은 믿을 수 없는 소식에 기막힌 심정으로 
오집사님의 아파트를 향해서 가는 심정은 정말 
천근만근 같은 쇠덩이가 발에 달린 것 같은 무거
운 것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십주년 부흥회를 위해 초청한 이용효 목사님

이 복부의 통증을 호소해서 알아보니 쓸개가 상
해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교사님들을 
영접하고 숙식과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등 할 
일들은 태산인데 여러 가지 터지는 일들이 나로
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
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분요한 
중에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사랑하는 딸 크
리스티나를 잃고 말할 수 없는 상심 가운데 있던 
오집사님에게 전 세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참
석하여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해준 그 장례식은 마
치 천상의 잔치와 같은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것
이 되었고, 수술을 마친 이 목사님께서 인도한 
부흥집회는 강사가 3일간을 내내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평생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집
회가 되었다.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힘들었던 창
립 십주년 행사를 모두 마친 이후 모든 것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삶과 사역은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을 때, 내 마음 속에 조용히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
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것이 그렇게 강렬하
게 마음을 흔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않았었다. 
그 당시 이민 교회로서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하여 힘든 시기도 모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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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도 이민 교회로서는 그만하면 적지 않
은 중형 교회에다가,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만큼 교회는 평안한 상태였고, 난 미 전국으
로 집회를 다니는 부흥사로서 모든 것이 안정되
어 있었다. 더구나 목회자로서 집을 렌트하여 계
속 이사 다니던 방랑생활을 끝내고 가족들의 도
움으로 집을 구입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아내는 
가정주부로서 행복한 시절을 지내고 있던 참에 
그런 예기치 않은 마음의 갈등이 찾아온 것이었
다. 
   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기 위해 
40일간의 철야를 결심하고 기도에 들어갔고, 점
점 더 계속되는 확신에다가 아내의 동의까지 얻
어 우린 수개월간의 정리 기간을 갖은 후 정든 
포모나와 교우들을 떠나 이곳 워싱턴에 오게 된 
것이다.
   때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하기 힘들고, 그것이 잘 
한 것인지 실수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
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가운
데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이루
어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난 힘든 결정
을 내리고 인생의 새로운 앞날을 향해, 그리고 
어쩌면 목회 사역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미
지의 장소를 향해 그렇게 떠난 것이다.
   그 이후 내가 떠난 포모나와 새로 정착한 워
싱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가 예상할 수 없
었던,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던 그 때의 미래요, 
이젠 지나간 과거가 되었다.
   내가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는 남가

주휄로쉽 교회도 지난 십년의 세월 동안 쉽지 않
은 여러 과정들을 통과해왔다. 다른 곳으로 떠난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굳건하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 모두가 내게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이다.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만 열면 나
오려고 하는 ‘남가주~’를 바꾸어 이곳 교회 이름
을 부른 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렇게 남가
주휄로쉽 교회는 내게 잊을 수 없는 교회, 꿈에
도 그리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과 사역에 신실하
시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신 박목사님을 담임목사로 모시고 교회가 안
정과 성장의 시기에 들어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 난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주셨던 남가주휄로쉽교회를 향한 하
나님의 꿈을 휄로쉽 가족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
어주실 것을 난 확신한다. 사람들과 환경은 변한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변하
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
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4-25>
   20살,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된 남가주휄로쉽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
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 성장해가기를 꿈꾸며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어 딛기를 바랍니
다. 워싱턴에서 사랑과 축복의 기도를 보내드리
며!

담임목사님이신 이근호 목사님은 현재 버지니아 소재 온누리 드림교회 담임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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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사랑과도 같은 교회”
목사 (2 담임)

시절,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TV에 나오는 
빼어난 미모의 탤런트에 비한다면 조금 투박하고, 옷을 잘 차려 입은 부잣집 
아이에 비한다면 조금 소박해 보이는, 아니 어쩌면 무척이나 많이 떨어져 보이
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짝이 되던 날부터 저의 
사랑의 마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바닥을 왁스로 문지를 때가 되면 저는 항상 그 아이 옆으로 슬며시 가곤
했습니다. 교실에 난로가 꺼져 몹시 추웠던 날, 두꺼운 옷을 벗어 그 아이에게 
건네 준 적도 있었습니다. 책상 중간에 줄을 그어 넘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사
실은 그 아이의 것이 넘어오기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고무줄놀이에 심취해 

있는 그 아이에게 심통이 나 가지고 노는 고무줄을 끊어 버린 적도 있었고, 곱게 땋고 온 머리카락이 예
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손으로 그것을 잡아당겨 마음을 표현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제 마음과 달리 그 아이는 한바탕 울음으로 저를 어색하게 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는 왜 그렇게도 사랑의 표현이 서툴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그립기도 하
지만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남가주 휄로쉽교회는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미국에 첫 발을 딛고 살아가던 어느 날, C&MA교단 행사로 
휄로쉽교회를 처음 방문하면서 제 마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개척자이신 이근호 목사님과 성도님들
을 뵈면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목회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생겼고, 결국 둘째 아이를 
낳아 몸조리하던 아내를 이끌고 2001년 11월, 첫사랑의 부푼 가슴속에 파트타임 부사역자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첫 발걸음이 3년 후, 이근호 목사님의 뒤를 이어 제2대 담임목회자가 되었지만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처음 맡아보는 담임목회사역이기에 목회자로서 서툰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서툰 목회자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지기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었습니다. 지금 생
각해 보면 휄로쉽교회에서의 사역이 몸에 사무치도록 그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무척이나 부끄럽기도 합
니다. 마치 저의 첫사랑처럼...
첫사랑이었던 남가주 휄로쉽교회가 어느덧 20살이 되었다고 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개척을 했다가 여
러 가지 어려움으로 사라지는 교회들이 이민교회 내에 많이 있는데 20년간 부흥,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까지 오기에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람의 나이로 20
세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성년의 나이입니다. 그동안도 잘 해 오셨지만 신실하신 박혜성 목사님과 함께 
지역사회뿐 아니라 이민교회의 장자교회가 되어 하나님께는 더 드리는 교회, 세상에는 더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 신월동교회 담임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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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휄로쉽 가족

가난한 골목길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도 이웃집 닭우는 소리 들렸던가!
길게 뻗은 산맥이 
온 마을을 지킬 때 
새벽무릎 기도소리, 
입김 서리어, 
부지런한 세월 가고 또 오고
꽃은 피고 지고 장장 스무해, 
교당의 뭇 발자국 길을 열었다.

오월만 되면 
아지랑이처럼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들, 
오늘은 스무살 키가 크다.
함께 성전에 모여 
포근한 님의 품 눈시울 젖으리!
귀염둥이 여린손이 스무살 청년!
사랑한다 형제여! 자매여!
뜨겁게 가슴 포개고,
우리는 주의 자손 영원한 휄로쉽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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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송기태집사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원래 잔치는 흥겨울수록 좋지만 그 속에서도 잔치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20주년 잔치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으신 두 분을 만나 준비과
정을 통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 이제 2주 앞으로 다가 온 잔치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고생이랄 것은 없고 준비위원들 모두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송 : 준비위원들뿐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돕고 있으니 더욱 힘이 납니다.
사 : 이번 20주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성 :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재조명과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년전 미장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벅차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시
작을 한 교회입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면서 잘되는 부
분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고쳐나가자는 것이지요.
송 : 지난 20년을 잘 돌아 보는 것은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는 기본이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
인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홈커밍데이를 통한 수평적 관계를 잘 조화시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Fellowship의 참 모습을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 : 이번 잔치의 가장 중점 사항은 어떤 것인지요?
성 :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신 말씀의 잔치입니다. 이근호 목사님은 말씀뿐 아니라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종 이심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말씀을 통한 내적 치유와 신유를 통한 질병의 치유를 통
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꾸어 가기 위함이지요.
송 : 많은 성도들이 출석한지 10년 미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이근호 목사님에 대해 잘 모르지요. 하
지만 너무나 많은 말들을 들어 왔기에 아주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로 준비
하고 있습니다.
사 :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며칠 동안 휴가를 내고 하루 종일을 참석하는 어른들이 
참 많았습니다. 새벽,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은혜가 있었
지요. 간절히 사모한다면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행사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나요?
성 : 이번 잔치의 특징 중에는 홈커밍데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을 섬기다 이
런저런 이유로 떠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던 천국에서는 기쁨으로 만나게 될 분들인데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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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하여 천국잔치를 미리 경험해 보자는 것이 큰 취지입니다.
송 : 사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만 혹 맺힌 부분이 있다면 이 땅에서 푸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현재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각 교회
의 중진으로 잘 섬기는 분들을 다시 불러 오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더욱 소중한 자리가 되리라 확
신합니다.

: 정말 멋진 잔치가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네요. 또 다른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송 : 20년을 한결같이 섬기신 분들에 대한 격려의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께도 말 못할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잘 인내하셨기에 충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격려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 : 그렇습니다. 강산이 두 번 변
할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
지요. 20년 전에는 여러분이나 저
나 상당히 젊었었는데요. 마지막으
로 성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은?
성 : 20주년 잔치의 주인은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잔치를 배설하
고 손님을 초대하고 주인들이 주인
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처

럼 의미 없는 잔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합니다. 같이 모여서 청소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를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것이니까요. 한마디 더한다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강사님이지만 그만큼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함을 잊지 마시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송 : 우리만 참석하는 것이 아닌 주위의 모든 분들을 격려하여 함께 참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
다. 특히 신유은사가 뛰어나신 이근호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 아프신 모든 분들이 병에서 놓임을 받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 성도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
다.
사 : 그렇습니다. 주인이 주인다운 의식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 상당수의 분들
이 주의 종을 통해 수천명이 고침을 받는 것을 목도한 증인이시기도 하지요. 좋은 일은 자랑하는 것이
니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의 자랑이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준비위원장 
성익제 장로님과 송기태 집사님께 감사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 송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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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lowship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English	 MinistryPastor	 Paul	 Pak
	Fellowship	 Church	 English	 Ministry	 is	 a	 dynamic	 young	 ministry	 that	 was	planted	 in	 2010	 with	 a	handful	 of	 passionate	people	 praying	 together.	God	 used	 that	 humble	beginning	 to	 launch	 a	vibrant	 ministry	 that	 is	committed	 to	 impacting	the	 world	 for	 Christ	 and	His	 Kingdom.	 We	 believe	that	 the	 ultimate	 goal	 of	church	 is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and	glorify	 God.	 We	 are	constantly	 mindful	 that	 God	 desires	 church	 to	 be	 centered	 on	 Him,	 and	not	 on	 man.	 So	 our	 focus	 and	 motivation	 for	 doing	 everything	 in	 the	ministry	 is	 for	 that	 purpose	 alone.	 The	 blessings	 we	 receive	 are	 a	by-product	 of	 our	 commitment	 to	 honor	 Him	 in	 all	 things.We	 desire	 to	 see	 people	 who	 do	 not	 know	 Christ	 to	 encounter	 Him	 and	come	 to	 a	 saving	 relationship	 with	 Him.	 The	 Great	 Commission	 is	 not	 a	calling	 for	 the	 few,	 but	 for	 all	 believers.	 Our	 members	 are	 challenged	 to	live	 lives	 that	 proclaim	 the	 hope	 and	 salvation	 of	 Christ	 to	 those	 around	them.	 We	 strive	 to	 reach	 out	 and	 connect	 to	 all	 people	 groups.	 We	 find	ourselves	 in	 a	 unique	 circumstance	 as	 a	 Korean-American	 church	 nestled	in	 the	 heart	 of	 Pomona,	 a	 very	 urban	 community.	 We	 continue	 to	 do	 our	best	 to	 make	 an	 impact	 on	 the	 people	 in	 our	 immediate	 neighborhood	with	 an	 ongoing	 ministry	 on	 Sunday	 mornings	 and	 an	 annual	 Christmas	

EM Ministry



11                                                                                             사랑나누기

outreach.	 We	 also	 understand	 the	 need	 to	 take	 the	 good	 news	 to	 all	 the	ends	 of	 the	 earth.	 We	 will	 be	 embarking	 on	 our	 second	 overseas	 missions	to	 Thailand	 this	 summer.As	 a	 ministry	 in	 an	 effort	 to	 equip	 and	 empower	 our	 members	 to	 live	 out	their	 faith,	 we	 are	 committed	 to	 a	 God-centered	 worship,	 to	 an	 in-depth,	ongoing	 study	 of	 the	 Word,	 to	 build	 up	 disciples	 by	 sharing	 our	 lives	 with	one	 another,	 to	 serve	 and	 give	 our	 time,	 energy,	 and	 resources	 to	 the	ministry	 and	 to	 the	 church,	 and	 to	 a	 genuin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in	 Christ.	 We	 believe	 that	 as	 we	 come	 together	 in	 this	 manner,	 we	 can	experience	 love,	 oneness	 and	 unity	 so	 that	 we	 can	 impact	 the	 world	 for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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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4월의 새가족
옷이 젖듯이, 눈에 띄게 성도의 수가 증가하지는 않

지만 매주 새가족반은 가동됩니다. 거의 매주 방문하는 분들
이나 새가족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꾸준히 성심껏 섬
기는 새가족반 팀원들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3
월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의성/규희 집사님 부부, 서영희, 추지영, 박일화, 박영현, 
배선영, 오유진 (이상 칼폴리 유학생)

 
찬양사역자 변동
그동안 우리교회의 지휘자로 섬기시던 김지선 사모님이 
4월 마지막 주일로 사임을 하시고 이현국 목사님이 5월 
첫주부터 새로운 지휘자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바라던 아기가 없어 한국으로 귀국하여 시험관
아기까지 계획하시던 김지선 사모님께 하나님은 귀한 
선물을 하셨습니다. 귀한 아기가 잘 커서 훗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게 되길 기도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현국 
목사님은 멋진 외모만큼이나 깊은 영성의 사역자로 하
나님이 귀히 쓰시는 종입니다.  3부와 호산나 성가대의 
반주자로 허샤론 사모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신경화 사모님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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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찾습니다.

것은 사진밖에 없다는 말을 솔직히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그 말이 맞
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오래 된 사진이 없습니다. 창립후 10년이 지난 사진은 많이 있는데 
초기부터 10년까지의 사진이 절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중 오래전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
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스캔한 후 소중히 돌려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창립 20주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꼭 앨범을 들춰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근호 목사님 책 소개
이근호목사님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감동있는 삶’ <쿰란출판사>를 판
매합니다. 삶의 더욱 소중한 것을 찾아서 라는 소제가 달려있는 이 책은 
목사님의 삶을 통한 진실한 고백이 담겨있습니다. 올해 출간된 따끈따끈
한 신간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은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
견하고 우리 삶의 포커스를 진정으로 그분에게 맞추려 몸부림치는 목회자
의 귀한 심성이 담긴 책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책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
보는 귀한 계기가 되시길. 아울러 가정의 달인 오월. 사랑하는 가족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판매는 집회기간 중에...

스마트폰 교육
 여러 성도님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스마트폰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S4, 
S5를 보유하신 분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선착순 마감함을 꼭 기억하시고... <문의 윤승준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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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기념의 글

“ 동행! 20년…..”
김기수 집사

시작  - (The Beginning)
“…..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16장18)
20년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작은 영혼들이 땅에 물들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껏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품으려 “남가주휄
로쉽교회”의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여리고 순한 영혼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 한 시간이 그렇게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난 20년을 한결같이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결코 짧지 않은 휄로쉽교회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봅니
다.

교회 – (κοινωνία)
십자가의 교훈 – 하나님과 우리의 은혜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 – “Fellowship”-
코이노니아 (κοινωνία). 초대교회의 아름답고 순수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 진정한 나눔과섬김을 통해 스
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휄로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땅 –  (Promised Land – East of Ethen)
포모나 – 1994년 창립 당시 포모나 특히 교회가 위치한 이 근처는 홈레스와 마약을 하는 사람들로 우
글거리는 침침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곳에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20
년을 한결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 고사리 손길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이제 장년이 
되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우범지대 포모나시가 이제는 많이 깨끗해진 것은 기도의 능력이 
아닐런지. 홈레스를 섬기는 우리 교회는 시청의 따가운 눈초리를 감당해야했답니다.

예배 - Worship 주일이 되면 성가대는 “나사렛교회”에서 5마일 떨어진 김영준집사님의 태권도 도장 
자리에서 성가대는 연습을 하고 “나사렛교회”성전으로 예배를 위해 이동했어야했습니다. 은혜롭고 뜨거
운 예배를 마치면 삼삼오오 짝을지어 300미터 남쪽에 위치한 “풀밭위의 식사”장소로 옮겨 점심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아이들은 좋아라 뛰어놀고 어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
대 교회 교인들처럼 각 가정에서 준비한 정성스런 음식을 나누는 시간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교자상
을 나르던 옛 성도들 지금은 어디에서 주님을 섬길까 그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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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ernacle)
엠파이어- 손필선 집사님의 미장원(처음예배처소) 에서 나사렛교회(25가에 위치한 미국 교회)로 – 그리
고 지금의 성전을 구입하기까지-1년도 안된 사이에 모든것을 한번에 허락하신주님의 은혜입니다. 큰 부
자도 딱히 뛰어난 사람도 없는 소박한 사람들만 모여 어떻게 이 성전을 가질 수 있었는지 기적이었지
요…새 색시의 결혼 반지, 아이들의 돌 반지, 적금도 해약하고, 은퇴연금도 다 포기하고 이 성전의 벽돌 
하나를 위해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이 장소는 원래 유명한 케딜락자동차 딜러 였습니다. 구입 바로 
직전에는 Union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고치던 딜러 정비공장이 이제는 사람을 고치는 영혼구원
의 장소가 된 셈이지요. 

사람- (People)
지난 20년 동안 참으로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이 성전에서 눈물과 헌신으로 봉사했습니다. 일일이 한분 
한분 이름을 거론 할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자로서 머리가 숙여 집니다. 아이를 낳는 기쁨이 이런 건가 
할 정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영혼들을 보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로 지낸 세월 그분들의 헌신
과 기도와 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따금 들려오는 초창기 멤버들의 섬김의 소식들은 참으로 마음을 흐
뭇하게 합니다. 이 지역 교회는 물론 멀리 타주에서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해가
는 그들의 소식에 “휄로우쉽교회” 의 멤버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왔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  (Ministry)
제1기 - 치유와 회복의 시대 10년
이근호 목사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키워드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
이라고 본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 목사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지금도 귀에 쟁쟁히 들려오는 듯… 아픈이의 발을 곧게 
두손으로 올려 잡고는… “나와! …..~ 조~용 그리고 스~르~~륵! 뭔
가가 나온시대… 10년 동안 아이가 없던 가정에 아이가 연달아 생
기고…”동항이 집사님 명순씨” 아이들이 이젠 대학 갈 나이이
네……다들 보고 싶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상한 마음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던 시대. 열정이 지나쳐 마음도 다치고 그래도 오직 푯대
만 향하자던 목지의 의지를 온몸으로 격은 세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정성껏 섬
기며 더 많이 협력하지 못함에 아쉬워 했던지…해도 해도 늘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있던 시절. 돌아보
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서야 겨우 깨닫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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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이름을 받으신 “데니엘 이 근호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목자의 상을 남기셨습
니다.

제2기 –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시대
사역자를 “온 교우”로 정하신 고신원 목사님. 그 인격 만큼
이나 “신세대적인 목회를 지향하여 일반 성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듣기를 원하고 목회에 반영 하고자 애쓰신 목사
님 이셨습니다. 약관의 나이에도 마음의 넓이가 바다같았던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큰 일군으로 본국에서 그 사랑의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보라!” 교회 미니벤에 이 글이 빛바랜 사진처럼 아직도 남
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새벽을 깨운 시간은 제 개인
적으로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

의 빚을…많이 그립습니다. 
제3기 – 2세를 세워 열방을 품는 교회의 시대
바야흐르 3기에 접어던 “휄로쉽교회”는 “2세를 세워 
열방을 품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세대교체의 시
기를 지혜롭게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후세에 물려주어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
들이 다음 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은혜안에 이루어 내
지 못하고있습니다. 박혜성 목사님은 이전의 풍부한 
목회경험과 강단에서의 경륜으로 이러한 2세들에게 
다음 세대를 책임 지게하는 사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Cross Generation 
Service”는 이미 6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영어예
배의 목회자를 세운지 이미 5년이 지나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남가주휄로쉽교회”의 20년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참으로 은혜의 시간임을..이러한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1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근호 목사님으로 모시고 “말씀집회”와 만남의 시간을 
함께 할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시간까지 이 아름답고 사랑이 풍성한 은혜의 공
동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2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휄로우쉽교회”의 믿음의 
항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여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수집사 -새가족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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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님
권사

감사의 마중물.
 
수도가 흔하지 않던 그 옛날. 펌프를 기억하
시나요?
키도 작고, 힘에 겨운 펌프질이지만 매달리듯
이 애쓰다 한번 품어지면 수돗물의 열 배정도
의 물이 콸콸 쏟아져서 시원하게 세수하던 기
억이 아직 생생하네요. 
그런데 이 펌프가 한참을 쓰지 않으면 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 버려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

도 한방울도 물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바가지로 통에 남겨놓은 물을 한바가지 퍼서 
부은 다음 다시하면 밑에서부터  다시 물이 딸려 올라와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곤 하죠.
이물을 마중물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도 늘 비교하고 불평하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 
보세요. 분명히 축복의 선물이 마구마구 쏟아질 거예요. 
늘 이렇게 감사의 마중물을 부으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칭찬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두가 길었습니다 
바로 주홍숙 집사님 이십니다.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시는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신 모습이시고 
실버성가대 지휘를 하실 때도 몸으로, 마음으로, 손결로, 감사하며 하시는 정말 정말 아름다우신 집사님 
이십니다 .
이 신앙의 바탕으로 자녀들을 키우셔서 캔디스 ,프레디, 두 자녀가 열심히 EM에서 봉사하고 있구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하며 살고 계신 주홍숙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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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장 
집사

루 : 루디아처럼...
디 : 디모데처럼...
아 :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목 : 목사님, 박혜성 목사님처럼...
장 : 장점을 받아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루디아 목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루디아 목장을 통해 만남의 축복을 주
셨습니다.

더욱 행복한 것은 외로운 나에게 7명의 엄마같은 
언니들과 동생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는 
관계에서 믿음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
록 서로 사랑하는 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주안
에서 하나가 되어 루이아처럼 종의 삶으로 제자
의 도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루디아 목장’의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목장의 여덟 자매들...

목장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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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님은 항상 단정하고 세련된 패션으로 
우리들을 늘 즐겁게 만드십니다. 주일예배후 점
심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노라면 소녀
같은 은은한 살인미소로 우리를 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교회에 출석하는 큰 아
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집사님 마
음에서 풍기는 향기는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
님께서 아주 많이 사랑하심을 알 수 있고 연약한 
몸에 고통이 와도 주님을 생각하면 통증이 사라
진다는 간증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병희 사모님. 예쁜 처녀처럼 수줍은 모습의 사
모님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기억하시고 
중보기도로, 새벽기도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
시는 기도의 어머니이십니다. 얼마 전부터 육신
의 고난이 왔지만 성경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파
워를 보여 주듯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신앙생
활을 하시는 모범적인 분이십니다. 특히 큰 아들
의 복음방송에서의 EM목회 사역을 위해 더욱 많
은 기도의 향기를 쌓아 가시는 멋쟁이 사모님이
십니다.
최선이 권사님은 평생 선생님을 하셨던 교육자이
신 신세대 권사님이십니다. 이메일은 물론 카카
오톡의 달인이시며 QT 나눔시의 예리함과 통찰
력은 늘 놀라움을 주시며 솔직 담대함과 카리스
마가 있으신 권사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아주 멀
리 사셔서 1시간 이상을 운전하시면서도 불평 한
마디 없이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으십니다. 
빵을 아주 잘 구우셔서 그 빵으로 온 교회 안에
서 사랑나누기 헌신을 하시는 ‘빵권사님’ 이십니
다.
현정자 전도사님은 우리 목장의 리더로 사랑과 

배려와 격려, 그리고 기도로 목장을 이끌고 계십
니다. 평생 봉사와 섬김을 은혜로 잘 감당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늘 도전을 줍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존경심이 절로 일어납니다. 좋은 목자를 통해 하
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김미숙 권사님은 나와 친구이고 우리 목장의 막
내이십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반을 마~악 졸업하
신 따끈따끈한 권사님이시지만 열정만큼은 누구
에게도 뒤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두 아들을 위
한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장명임 권사님은 모든 예배와 중보기도에 꼭 참
석하시어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목장
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선교에 동참 하시는 모
습을 통해 우리 루디아 목장을 더욱 귀한 목장으
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최보약 집사님은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을 
하지 못하시지만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귀하신 
분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장 식구들을 위해 손수 물을 나르시는 모습을 
통해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신 분입니다. 우
리 주님의 은혜로 빨리 회복하셔서 우리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루디아 목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자매로, 또 동역자로 남가주 휄로쉽
교회에서 구원의 감격을 만끽하며 행복한 공동체
의 일원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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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하기
초창기 시절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교회 2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따악 따악’ 하면서 무엇인가가 단단한데 부딪치는 소리가 들
렸습니다. 누가 교회에 돌을 던지나 하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들어왔
더니 잠시 후 또 똑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범인을 꼭 잡고 말겠다는 굳은 결의로 현관문에 잠복하여 
감시를 하는 도중 경악스런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지금의 사택을 구입하기 전이었고 지금 부목사님이 사시는 사택과 우리 교회에는 담
이 있었고 담 너머 옆집에 아주 큰 호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리는 까마귀가 그 호두나
무에서 호두를 따서 높은 곳에서부터 교회 주차장으로 떨어뜨려 호두를 깨먹는 것이었습니다. 
까마귀의 지혜에 감탄스럽기도 했지만 누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새도 기르시는데 그보다 훨씬 귀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 동의
합니다. 오직 감사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아시는 주님이 채워 주심을 믿으며...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모든 이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총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교회에서의 믿음과 실생활이 다르다면 반드시 우리 믿음을 점검해
야만 합니다. 
교회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스무살 생일잔치는 20년을 함께 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출석기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생일을 맞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초대 담임목사이신 이근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나를 점검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5/16( ) - 18(주)
금 저녁 8시 : "승리의 삶을 위한 세 가지 패러다임" <민14:9> 
토 새벽 6시 : "예수님의 힐링 터치"<요9:1-7> 
토 저녁 8시 :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빌1:3-5> 
주 1부 8시 : "성령의 충만한 기름부음"<시23:5> 
주 3부 11시30분 : "내가 사랑하는 교회"<빌1:6-11>

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