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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사랑을 쌓아온 가족”

“Family Built on 10 Years of LOVE”

(ELA 사랑의교실 10주년 행사 참석자)

(Attendee of ELA Class AGAPE’s 10th Anniversary Celebration Night)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ELA 사랑의교실에 와서 봉사

From 2003 – 2013, countless volunteers and supporters of ELA

한 고등학생들과 여러모로 도와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Class AGAPE that have come and gone were remembered as we

초대하여 지난 10년동안의 활동을 영상을 통해 보았다. 10년이란

watched a video of the last 10 years. We all laughed and cried

시간이 지난 후 참가자들의 모습을

when we watched how much our

담긴 영상을 보면서 웃고 울며 마음

participants have grown and

을 따뜻하게 해준 ELA 사랑의교실 10

matured. Learning Kids

주년 파티. Learning Kids 참가자들의

performed a mime using black

화려한

lights and Best Buddies sang

블랙라잇마임

공연,

Best

Buddies 들의 라이브 밴드와 함께 한

songs with a live band and

최고의 합창은 10년이라는 시간을 통

through these performance, we

해 사랑을 쌓아온 가족이 된 모습을

saw that they had become a

보여줬다.

family that was build on 10 years

ELA 사랑의교실을 이끌어주신

of true LOVE.

선생님들과 10 여년간 함께 자리를

Awards of appreciation were

지켜주신 간사님께는 공로패를

presented to teachers, staff

드렸고. 외부 선생님들 그리고

members, and activity instructors.

무엇보다 ELA 사랑의교실이 자리잡고

Most importantly, award of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한 장소를

appreciation was presented to

제공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해

Good Stewards Church (Rev.

주실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님과 교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Byung Joo Lee & congregation) who have allowed ELA Class AGAPE

감사패에 담아 전달하였다. 올 해 밀알상은 임만 전도사님께,

to build, grow, and share the love during the last 10 years and will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과 참가자들에게도 선물과 상장이 주어졌다.

continue to support ELA Class AGAPE. The 10th Anniversary

10 여년 동안 ELA 사랑의교실을 사랑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Celebration Night was a success as ELA teachers showed

분들과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의 손길을 뻗어주실 분들께

appreciation to all volunteers who have served and thanked the

감사드리며 사랑을 전한 ELA 사랑의교실 10 주년 축하 기념 파티를

local church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have and will

마칠 수 있음을 감사드렸다.

continue to share the love of Christ with ELA Class AGAPE.

Celebrating Birthdays!!
Jan 4th

Tor:

Nick Oh

Jan 5th

OC:

Ji Hoon Jeong

6th

Jan

LA:

Jan 8th

LA:

Jan 9th

ELA:

Ji Hyun Yoon

Tor:

David Kang

Jan

16th

Jan 22nd

OC:

Kiyoung Bang

OC:

Ms. Mira Pyun

Jan. 29th

Sammy Sim

Jan

23rd

LA:

Michelle Kim

Jan.

Elisa Nam

Jan 24th

OC:

James Lee

Feb 4th

LA:

Ino Chough

LA:

Nicky Jung

Jan 26th

ELA:

Mr. Man Lim

30th

Feb 7th
Feb

8th

Tor:

Yirae Choi

Feb 15th

OC:

Mr. Jong Soo Kim

LA:

Sunyoung kim

Feb 16th

OC:

Eric Pyun

ELA:

David Lee

OC:

Sarah Rhee

ELA:

Marison Lee

Feb 20th

OC:

Dawn Kim

Irv:

Michelle Kim

Feb 23rd

ELA:

Jonathan Kim

Tor:

Sooji Chung

Jee Yeon Kim

Feb

24th

OC:

Ms. Eunice Jo

Eric Yoo

Feb 25th

OC:

June Young Suk

ELA:

Sarah Cho

Tor:

David Kim

Tor:

OC:

Joseph Kim

ELA:

Phil Kim

Jan. 28th OC:

Jan 20th

ELA:

Tim Lee

ELA:

Esther Nam

Feb 12th

ELA:

Sunmin Lee

Jan 21st

OC:

Ethan Park

Tor:

Hong Jun Im

Feb 14th

LA:

David Kang

EunChae Park

LA:

John Choi

Irv:

Feb 28th

“2014 밀알 사랑의교실 자원봉사자 워크샵”

“2014 Milal Class AGAPE Volunteer Workshop”

이신영 (사랑의교실 교육 디렉터)

Written by Sarah Lee (Education Director)

2014년 1월 18일 밀알 사랑의교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외부

On January 18 , 2014, there were approximately 200 volunteers

교회 및 장애인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총 200여명의 자원

and staff of Class AGAPE and others gathered at Nachimban Church

봉사자들과 스텝들이 브레아에 있는 나침반교회에 모였다. 그 많은

located in the city of Brea. All those volunteers came together with

사람들이 단 한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장애인

one thing in common: as we care for and love individuals with

들을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들과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최

disabilities, we all hope to bring them and our community together.

th

Milal Class AGAPE Volunteer’s Workshop began with a heart-

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밀알 사랑의교실 자원봉사자 워크샵은 ANC 온누리교회

warming praise by ANC Onnuri Church praise team and a message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그리고 이은철 목사님이 전해주신 뜻깊은

from Rev. Eun Chul Lee that left us thinking about what makes “me”

말씀으로 시작하였다. 사랑의교실 소개 및 교육 내용을 뒤이어

who I am. Class AGAPE Overview and reviewing of our training

게임으로 지역별로 더 하나가 되어야했고 순식간에 지나간 오전을

followed by a game of Jeopardy which led the branches to unite

맛있는 점심식사로 마무리 하였다. 오후 시간은 사랑의캠프를 위해

marked the end of the morning session with a yummy lunch. The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시작해 각 지역별로 선생님들과 만나고

afternoon began with a preparation of our hearts for 2014 Camp

사랑의교실 규칙을 듣고 참가자들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이

AGAPE and the branches went into small rooms to meet with

주어졌다. 오후의 하이라이트는 KCCD 를 시작하신 임혜빈씨였다.

teachers and discuss branch rules and participants. The highlight of

우리 봉사자들에게 봉사를 해야하는 이,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the afternoon was having Ms. Hyepin Im (CEO of KCCD) as she

갖기 위해 여러가지의 자료를 보여주시며 우리 봉사자들의 눈을

shared the need for volunteers – triggering and encouraging the

뜨게 해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 주셨다.

volunteers serv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lthough I wished for more time for all of us to share more in-

‘더 많은 내용을 나누고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갖고 마쳤지만 사랑의교실과

depth, I saw the bright future of the ministry working with our

장애인 사역에 대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그 자리에 함께해준

participants. As 200 of us all became ONE part of ONE body, I had

모든 분들이 한 몸의 지체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

confidence that we were going to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장애인들이 조금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거라는

for all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확신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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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County

Los Angeles

East Los Angeles

Irvine

Torrance

(2000년 8월 6일)

(2002년 4월 20일)

(2003년 4월 5일)

(2007년 4월 28일)

(2008년 9월 13일)

남가주동신교회

충현선교교회

선한청지기교회

베델한인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

Dong Shin Presby. Church

Choong Hyun Mission Church

Good Stewards Church

Bethel Korean Church

Torrance First Presb. Church

담임목사: 손병렬

담임목사: 민종기

담임목사: 송병주

담임목사: 손인식

담임목사: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5005 Edenhurst Ave. LA

2701 Woodgate Dr. W. Covina

18700 Harvard Ave. Irvine

1880 Crenshaw Blvd. Torrance

교사: 양고운 650.388.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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