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럼버스한인장로교회 
 
 
1991년 10월 16일 첫 예배와 함께 시작된 콜럼버스한인장로교회는 Scioto Valley 노회 (오하이오주) 내의 

유일한 한인 교회로서 지난 28년 동안 활동해오고 있다.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양형춘 목사(1994.10~2005.2)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2004년 새 교회 

건물을 헌당하면서 현재 위치로 이사하게 되었다.  양형춘 목사 은퇴 직후인 2005년 3월 교회의 4대 

담임목사로 이준원 목사가 부임하여 지금까지 14년 이상 사역해오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경험해왔다.  특히 2007년 9월부터 가정교회로 전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대 사명’(The 

Great Commission, 마 28:18-20)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서 제자 만들라’는 ‘대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간 결과,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45명 정도인데, 연평균 4.5명으로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괄목한 만한 

점은 그들 중 20명 가량이 그 전에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들 대부분은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회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들이 가정교회의 목장으로 초대되어 크리스천의 사랑으로 섬김을 받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 교회로도 

나오게 되고, 말씀 공부를 통해 복음을 듣고 결단하여 믿게 된 것이다.  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VIP’라고 

부르며 소중히 여기면서, 각 목장마다 명단을 만들어 집중 기도하며 섬기고 있다. 
 
또 한 가지 본 교회의 특징은 연령층이 다양한 교회라는 점이다. 주일 한국어예배에 출석하는 장년들의 

연령 분포는 20대 14%, 30대 14%, 40대 24%, 50대 18%, 60대 13%, 70대 10%, 80대 7%로서, 각 

연령층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교회에서는 체계적인 말씀 공부 과정으로, 현재 11개의 ‘삶 공부’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13주 

과정인 삶 공부는 봄가을로 열리며, 한 학기에 3과목을 제공한다. 특히 첫 과정인 <생명의 삶>은 비신자도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복음을 설명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며,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주는 과정이다.  비신자들 중 이 공부를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여 믿게 된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으로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새로운 삶>, 갓 믿게 된 신자를 

대상으로 신앙의 기초를 쌓도록 도와주는 <확신의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열두 가지 경건훈련을 

실습함으로 배우는 <경건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필수코스이다.  그 외의 선택과목으로서 <부모의 삶>, <예비부부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일터의 삶>, <목자 목녀의 삶>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각 목장에서 7주 동안 일대일로 

진행되는 <확신의 삶>을 제외하고는 이준원 목사가 모든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 공부 과정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 튼튼한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목장이 매주 모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며, 목장마다 선교사와 연결되어 직접 

교류하면서 기도와 헌금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교회 주소: 9480 S. Old State Road, Lewis Center, OH 43035 

교회 전화: 614-433-7155 

담임목사:  이준원 

홈페이지: www.kpccoh.org 

이메일: kpccoh@gmail.com 
 
[“교회탐방”에 기재되길 원하는 교회는 총회 사무국 최정석 목사에게 연락 바란다 – 

luke.choi@pcusa.org; 502-569-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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