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13일 13목회 현장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강원도 원주

시 문막읍에 있는 문막순복음교회(엄기

봉목사)에서헌당예배가드려졌다.

예배가 시작하면서 사회를 맡은 교단

총무 엄진용 목사(제일좋은교회)는 참석

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성탄절을 앞

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하는 마음

으로 시청에서‘사랑의 열매’(1천5백만

원, 200개) 배지를 구입해 이곳까지 찾아

오신 선후배 목회자와 성도님들께 코사

지대신달아드렸다”고설명했다.

대표기도에 나선 부총회장 신덕수 목

사는“사랑하는 엄기봉 목사님, 36년 동

안 이 강단에 엎드려 땀 흘리고 눈물 뿌

리고 젊음과 생명 다하셔서 오늘까지 귀

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이번에 헌당예

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린다.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

시고, 그들의 수고의 헌신이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 하늘나라에 상달

되게해달라”고간절히기도드렸다.

강원제일지방회장 박영진 목사 성경봉

독, 시온성가대(제일좋은교회) 특별찬양

후 교단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하나

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히 11:6)란 제

목으로은혜의말씀을선포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구

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다. 교회가 많이

서야 되고 잘 서야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전제한 이영훈 목사는“믿

음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

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

정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강조했다.

이영훈 목사는“첫째로 믿음은 예수 그

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 기초가 돼야한

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철

저하게 십자가 중심의 신앙에 굳게 서서

십자가 신앙으로 충만한 교회, 십자가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되는 문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전

했다. 둘째로 기도로 충만함에 대해서 이

영훈 목사는“교회 부흥의 길은 기도밖에

없다”며“엄기봉 목사님이 앞장서서 기

도하시면 성도님들은 무조건 따라서 기

도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큰 역사이

루길바란다”고말했다.

셋째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을 강조한

이영훈 목사는“성령 충만을 빼면 순복음

교회가 아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뻐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는 성령의 역

사가 날마다 충만히 임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상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의 절대주권을 의미한다. 우리 일생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가심을 믿어야 한다”고 전한 이

영훈 목사는“문막순복음교회가 십자가

신앙으로 충만하고, 간절한 기도가 살아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

흥하는 역사 이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

으로축원드린다”고당부했다.

축사 첫 주자로 말씀을 전한 한기총 증

경총회장 길자연 목사는“연배가 깊어질

수록 성경도 깊어지는데 엄 목사님의 생

명의 말씀이 날로 깊어져 성도들 모두 깊

은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며 갈렙과 같이

힘 있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

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어도‘성

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곳 문막 조

그만 산골에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지면

성전이라고 한다. 빌딩은 돈 많은 사람이

짓지만 예배당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

다. 예배당 봉헌을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총회장 정동균 목사는“이곳을 쳐다보

면서 아브라함 제단 같다는 느낌을 받았

다. 제단이 세워져야 성도도 찾아오고 사

역자도 훈련받고 교회도 부흥된다. 문막

순복음교회를 통해 미래에 위대한 헌신

자들이나올줄믿는다”고전했다.

수석부총회장 강영선 목사는“에베소

서 1장 23절 말씀처럼 교회는 만물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인 것

처럼 교회도 이 세상의 영적인 주인이다.

문막순복음교회가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

혼들인 양무리를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란

다”고했다

마지막 축사에서 부총회장 김명현 목

사는“아버님이 기도의 씨앗을 심고 아들

목회자가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 아

버지 목회를 위해 성전을 세워주는 등 서

로에게 축복이 된 귀한 가문에서 새 성전

을짓게됨을축하드린다”고전했다.

총무 송시웅 목사의 봉헌기도 후 제일

좋은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이 헌금찬양을

드리며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이날 예배는 문막순복음교회 담임인

엄기봉 목사의 축도로 아름답게 성료됐

다.

농촌 교회의 모범으로 우뚝 선 문막순

복음교회의 제2의 도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주희기자

강원도 산골에서 농촌목회에 평생을

바치신 아버지, 그리고 옆에서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로 헌신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

사를드립니다.

수십 년 전 교회 형편이 어려워 홀로

들통을 지고 종탑에 올라갔다가 밑으

로 추락하신 아버지는 척추가 부러지

는대형사고를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키가 6센티미터

나 줄었고, 평생 추위를 느끼는 후유증

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를 살려주셨고

갈렙처럼 청년

의 마음으로 지

금까지 문막순

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

십니다.

문막순복음교

회 창립 30주년 때는 제가 섬기는 제일

좋은교회 성도들이 솔선수범해서 교회

의 오래된 지붕을 걷어내고 교회 바닥

을 새롭게 바꾸는 등 내·외부 수리도

했습니다.

교단 총무로 바빠서 일일이 돌아보

지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제일좋은교회

장로님과 저의 집사람이 수원과 문막

을 오가며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을 세

심하게챙겼습니다.

팔순이 넘으셨지만 교회를 향한 열

정과 작은 사랑들이 모여 오늘 아름다

운 교회를 입당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

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어려울 때마

다 큰 힘을 주시고 늘 기도와 격려를 아

끼지 않으신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저의 부모님은 평생 가난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늘 감사와 찬

양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

랑은크고깊었습니다.

교단 총무로서 행여 부끄러움을 당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새벽마다 눈물

로간구하십니다.

교회에서 쪽잠을 주무시면서 1,000

일 동안 철야기도하신 분입니다. 그 사

랑과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늘 바른 길

로 가라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부

모님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기도

하며주의길을가겠습니다.

마음으로 존경을 드리며 진심으로

사랑하고고맙습니다.

문막순복음교회 헌당예배

“저를늘영적으로깨어있게하신부모님”엄진용 목사 감사의 글

이영훈목사, 36년사역엄기봉목사의새성전축복

“강원도 산골에 아브라함 제단 쌓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