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빛교회가 
어느덧 36살,
사람의 나이로 비유하자면
이제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왔습니다. 

고 안태호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23년 동안 섬기셨던 교회,
2대 허성식 목사님께서 6년 섬기셨던 교회
그리고 3대째인 제가 지난 7년째 섬기는 교회
오직 예수로 빛나는 교회인 참빛은
이제 더 성숙한 중년의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전 어느 목사님께서 
"사람은 첫 30년 동안은 열심히 배우는데 전념하고,
그다음 30년은 열심히 일하는데 전념하고,
그다음 30년은 열심히 베푸는데 전념해야 한다" 
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젠, 배움의 시즌을 넘어
열심히 일하는데 전념하는 
36살의 참빛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가 해야 할 추수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일꾼들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입니다. 

7월과 8월은 
다시금 열심히 추수해야 할 
그 일들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교회 아이들과 청소년 교회 학생들,
20-30대 젊은 청년들과 부부들,
40-50대 중년층과 60-70대 장년층
그리고 70-80대 늘 푸른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시금
오직 예수로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오늘을 살아갑시다.

주위에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어주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참빛공동체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신나는 추수 일에 
우리 같이 동참합시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오직 예수로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해봅시다. 
아멘, 아멘 !

황주 목사드림

7월 
목회서신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Empty My Cart’ 설교 시리즈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눔의 전통은 나의 것을 비우고 다른 사람

의 카트를 채워주는 것이며 또한 모든 일에 후하게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The Goodness of God, 

Half-Time)’이라는 주제로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후반전이 더 풍성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온라인 매일 묵상(잠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진행되었습니다. (황주/이용민 목사 인도)

6/6 (주일) 정기당회, 6/20(주일) 임시당회가 있었습니다.

5월부터 시작된 봄학기 말씀훈련학교(새신자, 성숙자, 자

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를 잘 마쳤습니다.

6/4(금) 오후 8시에 박창환 선교사의 아이티 선교보
고가 온라인과 대면 예배로 있었습니다.

황단열 집사의 인도로 드려진 찬양과 황주 목사의 기

도에 이어서 박창환 선교사가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즐

거움’(베드로전서 1장 3-9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아이티 사역보고를 통해  

고이강휘 선교사 사역의 바통을 이어온 참빛학교와 

교회개척사역 및 문서선교(성경 보급)에 많은 열매를 

맺고있음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사님의귀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우리 참빛교회도 기도

와 후원의동역자로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

니다.

참신한 여행

금요 찬양예배 -  아이티 선교보고

6/6(주일)  3부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서 40대 여성들을 

위한 모임이 최리나 집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오

랜만에 대면으로 만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경험한 감사했

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함께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

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임 방향과 활동에 대한 계획

을 나눈 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로 마무

리하였습니다. 성경의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를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보듬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40대 여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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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주일)과 6/20(주일) 2주 동안 ‘Empty My Cart’ 

설교 시리즈에 맞추어 우리가 가진 돈을 나누는 ‘Empty 

My Wallet’, 우리들의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Empty 

My Schedule(Volunteer Sigh-Up)’ 과  가정에 있는 

물건들을 기부하는 ‘Empty My Storage(중고물품나

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봉사를 통해 섬기는 

기쁨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재활용하는 가운데 환경

을 보호하며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EMC(Empty My Cart) Sunday



어린이/청소년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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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린이/청소년 교회 교사 모임

6/6(주일) 오후 1시에 늘 푸른 모임실에서 어린이/청

소년 교회 교사모임이 있었습니다.

Tim  Yi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교사모임에  각 부서 담

당교역자와 부장 집사 및 교사들이 참여하여 함께 친

목을도모하며 뜻깊은 교사 모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한 점심교제 후 황주 목사가 어린이/청소년 교회

의 비전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고, 그  이

후에는 담당 교역자의 인도로 각 부서별 소그룹 모임

을 가진후 마무리하였습니다. 교사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꿈나무들인 

어린이/청소년 교회가 부흥할 것을 소망해봅니다.

2.Shine

‘ Treasured’라는 주제로  6/24-26까지 3일 동안 대

면으로 진행된 2021 Shine 여름 성경학교(VBS)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3세부터 5학년까지 약 70

명의 학생들과 교사 및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

데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Tim Yi 목사

와어린이/청소년 교회 사역자들이 같이 준비한 찬양

과 말씀 및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

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3. Youth Graduation Night

6/13(주일) 오후 5시에 COAH Chapel에서

Jumpstart(중등부)와 Highway(고등부) 친구들의

졸업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중

고등부가 연합하여 함께 어우러져 준비한 졸업 축하파

티는 여러모로  풍성한 모임이었습니다. 맛있는 저녁식

사와 공연, 게임 후에는 David Park전도사가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모든 순서 후에는 Tim Yi 목사의 인도

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앞길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다른 새로운 출발인

졸업을 통해 앞으로도 믿음에 견고하게 서며  주님의 뜻

안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

니다.



이번 참기름은 황주 목사와 토니가 함께 ‘슬기로운 대

학생활’이라는 주제로 나눈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

다. 서로 간에 세대차이는 있지만 황주 목사가 부모와 

어른의 마음으로 또 신앙과 학교의 선배로서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게 되는 새내기인 토니에게 격려의 메시

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새내기들이 대학 입학 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으며 건강하고 즐겁게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대학생활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참기름

6/27(주일)에 참빛교회 설립 36주년을 맞이하여 황

주 목사의 인도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한 마음으

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날을 축복하기 위해  

조문길 목사(미국 장로교 총회 한인목회 총무)가 2부

와 3부 예배 때 마태복음 4장 23-25절 본문으로 ‘왜 

교회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된 교

회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 시대에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며 더불어 천국의 모델을 이루어 가야한

다는 메시지를 통해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설교 후에

는 유재웅, 탁현영 집사의 특송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청소년 교회의 졸업식과  안태호 장학금 수여

식이 대면 (In-Person)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안태호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Hyeok Kang, Jamie Kim, Jooeun Min, 

Joonyoung Kim, Shon Kim, Tony Park, Yossef 

Fouad, Yoonsoo Lee

교회 36주년 창립 기념 주일

돌보미/부돌모미 Celebration 
Servant Leadership Training 
(미국 장로교 교회 리더 훈련)

6/27(주일) 3부 예배 후에 COAH Chapel에서 황주 

목사와 이용민 목사의 진행으로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

한 돌보미/부돌보미를 위한 축하모임을 가졌습니다. 

점심식사 친교 이후 팬데믹 기간 동안 있었던 교회 활

동들을 함께 살펴보았고, 지역장 장로들의 인도로 소

그룹 안에서 케어모임에 대한 나눔과 기도로 마무리했

습니다. 특별히 이 날 조문길 목사가 교회 리더들을 위

한 세미나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역

을 이어가는 리더자로서 주어진 돌보미와 부돌보미의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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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요행사

6월 28일(월)~8월 6일(금) – R.O.R(Read or Run) 
Summer Camp School
6주 동안의 여름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Pre K-8th graders)

7월 6일(화)부터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매주 화-금 6:00am~7:00am, 토 6:30am~7:30am)

7월 11일(주일)- 정기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7월 16일(금) – 당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재정보고

<6월 주일 헌금 및 지출> 

Total income   : $69,838.93 

Total expense : $86,286.63 

<6월 COVID-19 구제헌금> 

Total income   : $5,547.00 

Total expense :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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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요행사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매주 화-금 6:00am~7:00am, 토 6:30am~7:30am)

6월 28일(월)~8월 6일(금) – R.O.R(Read or Run) 
Summer Camp School
6주 동안의 여름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Pre K-8th graders)

8월 1일(주일)- 정기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선교의 사명
을 잘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COVID-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궁휼과 자
비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참빛 교회를 위한 기도

참빛 교회가 36주년을 맞이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역
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예수로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빛 성도를 위한 기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특별히 상한 마음과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와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교회와 주변의 이웃에게 나의 것을 
후하게 나누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빛 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