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Cooperative Program: Mission Support Since 1925
There are countless great moments in Southern 
Baptist history. But when Greg Holmes, direc-
tor of missions for Mendo-Lake Baptist Asso-
ciation, recently brought an old poster to the 
Convention offices, it highlighted one 
of Southern Baptists’ greatest moments: 
the birth of the Cooperative Program.
The poster was discovered in the attic of 
Chapel of the Redwoods, Comptche, in 
Mendocino County, and is believed to 
have belonged to the mother of Char-
lotte Coolidge, wife of longtime CSBC 
pastor, Dick Coolidge. Charlotte’s 
mother had the poster because of her 
involvement in Woman’s Missionary 
Union.
Members of the Comptche congrega-
tion gave the poster to Holmes, who 
hung it in his office for several years 
before donating the historic document 
to the CSBC Ministry Resource Center.
In 1925 Southern Baptists adopted the 
Cooperative Program as a unified means of 
financially supporting the missions mandate 
of the Great Commission. Almost 90 years 
later CP remains the most effective, efficient, 
comprehensive and strategic means of giving 
every person in the world the opportunity to 
hear the gospel.
Today CP is impacting our world in great ways 
by:
– providing reliable support for nearly 10,000 
North American and International missionar-
ies
– strengthening future pastors and mission-
aries through educational opportunities at six 
seminaries
– broadcasting truth, morality and religious 
liberty through the Ethics & Religious Liber-
ties Commission

– supporting California Southern Baptist 
Convention ministries of evangelism, church 
starting, leadership development and missions.

Fermín A. Whittaker, 
CSBC executive director, 
said he was “humbled by 
the meager beginnings 
of CP” the poster cele-
brates, informing South-
ern Baptists they were 
supporting “544 Ameri-
can missionaries working 
on fifteen foreign fields.”
The poster shows a ship 
with the headline: “Ship-
load (of) Southern Baptist 
Missionaries Sailing for 
Orient.”
The poster also celebrates 
the Cooperative Program 

“embracing Christian education, ministerial 
relief, foreign missions, state missions, home 
missions, orphanages and hospitals.”
The poster emphasizes the “spirit” of the 
Cooperative Program by touting that “Every 
member contributing every week to every 
cause according to his ability, through his local 
church, will insure the success of this Progam.”
Today as in 1925, Whittaker said, “The Coop-
erative Program is one of God’s great gifts to 
Southern Baptists.”
Learn more about how you can be part of 
the CP family and create a life-changing, 
eternal history of reaching the world in  
California.

Advancing the Kingdom 
Through Electronic Media
Darren Grubel joined the CSBC staff as 
media project manager in March to expand 
what was already being accomplished in the 

area of video, to better 
tell the story of Califor-
nia Southern Baptists.
Grubel, who has expe-
rience in various forms 
of media production, 
once ser ved as the 
creative director and 
product ion manag-
er for Clov is Hi l ls 
Community Church in 
Clovis, one of CSBC’s 
larger congregations. 

He also has experience with other churches. 
Beginning his media career in sound, Grubel 
worked in the recording industry as an audio 
engineer before moving into ministry.
“One of the ways we are using Darren’s skills 
is to bolster the CSBC website and the digital 
edition of the California Southern Baptist,” 
according to Terry Barone, leader of the 
CSBC communications group.
Grubel is responsible for producing digital 
media for the California Mission Offering. 
He also provides collateral for the CSBC 
annual meeting. He will produce theme 
interpretation videos and is the primary 
architect for all media to support the Tuesday 
evening celebration feature.
“Darren brings great technical skill to the 
job, but also brings an enormous amount of 
creativity,” Barone said. “He is a wonderful 
addition to the CSBC team.”
Grubel said, “I love stories of how God is 
moving. I love my job because I get to be a 
link between life-change stories and people 
who desperately need to hear the hope Christ 
offers.
“I hope that when people see any of my 
videos, they are f irst encouraged by what 
God has done and are then inspired to take 
a step to share Christ’s love with someone in 
their community. There are exciting things 
happening in our churches and our state 
Convention,” Grubel said. 
Take a look at some of 
Darren’s work at 
www.csbc.com/videos.

Don’t miss these important dates...
SENT Conference November 7-8 Sacramento
Ignition Student Conference December 29-31 Ontario
SENT Conference January 30-31 El Monte
OneNight OneReason Rally February 23 Tracy
OneNight OneReason Rally February 24 Clovis
OneNight OneReason Rally February 25 Walnut
OneNight OneReason Rally February 26 San Diego
Pastors’ Retreat April 13-15 Jenness Park
Ministers’ Wives Retreat May 15-17 Jenness Park
CSBC 75th Anniversary October 27-28 Bakersfield

Report to
California Baptists
California Southern Baptist Convention 2014

남침례교의 역사에서 수 많은 위대한 순간들

이 있었습니다. Mendo-Lake 지방회의 총무인 

Greg Holmes가  협동선교비를 시작하게 된 그

때의 옛날 포스터를  최근에 주총회 사무실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남침례교의 

가장 위대한 순간의 하나를 강조하는 

협동선교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포스터는 Mendocino County에 있는 

Comptche도시의 Redwoods 예배당 

다락방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Charlotte Coolidge의 어머니, 

오랜시간 남침례교의 목사였던 Dick 
Coolidge 아내였던 사모의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Charlotte의 어머니가 

포스터를 가지게 된 이유는 여선교회 

회원으로 사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지방회 총무인 Greg Holmes에
게 드렸으며 이 포스터는 캘리포니아 주총회에 

기증되기 전까지 수년간 Holmes의 사무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1925년 남침례교는 선교를 후원하는 재정적인 

방법으로 협동선교 프로그램을 채택하였습니

다.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통합적인 방법

으로 협동선교를 지난 90년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협동선교비는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습니다:

- 약 10,000의 국내, 해외 선교사를 후원

- 미래의 목사, 선교사 교육을 위한 6개 

  신학교 후원 

- 종교와 윤리 위원회를 통해 방송의 진실, 

  도덕성과 종교의 자유를 교육 

- 캘리포니아 주총회의 사역 전도, 교회개척, 

  지도자 양성, 선교를 후원

Fermín A. Whittaker, 
주총회 총재는 15개국 

나라에 544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포스터를 보여 

주며 적게 시작한 협동선

교비를 통해 큰 일을 이룬

것을 보며 겸손해 진다고 

말합니다.

포스터의 해드라인: 

동양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탄 남침례교 선교사

포스터는 또한 기독교 교육, 구제사역, 해외 

선교, 국내선교를 후원하는 협동선교 사역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는.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역에 참여하면 

성공적이 될수 있다”라는 협동선교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25년부터 오늘날 까지 협동선교비는 

남침례교의 좋은 유산입니다.

협동선교비를 통해서 캘리포

니아서 복음으로 삶을 변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참여 할수 있습니다.

Darren Grubel이 캘리포니아 주총회 미디어 

책임자로 3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많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알릴것 입니다.

Grubel, 은 영상제작에 

많은 경험이 있으며  

Clovis Hills Commu-
nity 교회의 미디어 팀

장으로 사역을 하였습

니다.

그는 오디오 엔지니어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Darren은 총회의 웹사이트와 총회 전자신문을

위해서 일 할 것이라고 팀장인 Terry Barone
는 말합니다.

Gruble 은 캘리포니아 주 선교헌금의 디지털 

미디어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총회 자료를 만

듭니다. 화요일 저녁에 보여줄 영상 및 모든 

영상제작을 책임집니다.

Darren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이며 창조

적인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의 

스태프로 일하게 된것이 기쁜일 입니다라고 

팀장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과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연결시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이 일을 

저는 사랑합니다 라고 Gruble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 동영상 중 하나를 볼 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하신 일을 통해서 용기

를 얻고 그리도의 사랑을 그들의 지역사회에

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과 총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라고 Gruble은 말합니다.

Darren의 동영상을 보길 

원하시면 아래의 웹사이트로 

들어가 보세요. 

www.csbc.com/videos

2014년 캘리포니아 주총회 보고서

협동선교비: 1925년부터 선교후원 미디어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Highlights Reported for 2014 CSBC Ministries
Church starting efforts were strong in 2013, 
with 104 new congregations started or newly 
affiliated with the Convention. Forty were 
language, 51 Anglo/multi-ethnic and 12 
African-American. As of September 1, new 
church starting efforts for 2014 total 71.
Ministry Evangelism throughout California 
resulted in 11,520 professions of faith through 
hunger ministries, Feeding Those Who Feed 
Us and other efforts. At least 804 baptisms 
were reported by the 504 churches and 12,905 
volunteers associated with these ministries.
The two-day On Target Evangelism Confer-
ence in Torrance drew 350 people from 
135 churches and featured speakers Miles 
McPherson, Steve Gains, David Nasser, Alex 
McFarland and Paul Borden.
Ignition, the state student conference, drew 
1,450 students and their leaders from 107 
congregations. Nearly 140 made professions of 
faith in Christ, and  other spiritual decisions.
Jenness Park Christian Camp hosted 9,521 
campers in the past year, resulting in many 
changed lives, including 314 professions of 
faith. Fifty-nine pastors took advantage of free 
nights for restoration and rest, and more than 
500 volunteers provided countless hours of 
ministry to the camp. Jenness Park also went 
“green” by beginning to use non-disposable 
dishware and linens, financed by Care2Con-
nect donations.
Two conferences were held for smaller 
membership and rural congregations. Nearly 
300 people from 108 churches representing 
19 associations were present for workshops, 
worship and inspiration.
Dozens of California women participated in 
Tapestry, a multi-ethnic, multi-language event 
at Pismo Beach. Workshops and worship were 
held in multiple languages, and a large number 
of ministry projects were conducted during the 
two-day event.
California Disaster Relief deployed to 21 areas 
in California, out of state and across the globe. 
More than 20 structures were worked on in 
Ormoc, Philippines, where 75 volunteers gave 
13,100 hours of ministry during a six-month 
period. Some 117 people accepted Christ as 
a result of the response. Disaster Relief also 
conducted 10 training events across the state 
to prepare volunteers for ministry.
Two new evangelistic Block Party Trailers 
were provided this year thanks to California 
Mission Offering gifts. To date 22 units have 
been given to 19 associations. It is estimated 
that over the lifetime of these trailers more 
than 4 million people will receive ministry in 
the name of Christ.
The California SENT Missions Conference 
was launched in Fresno, drawing 200 people 
to 34 workshops and inspiration. Participants 
were challenged to be prepared to engage in 
direct missions.

STRAM Camp was held in two locations 
this summer with a total of 290 campers. The 
mission camps yielded 21 professions of faith 
and many other spiritual decisions.
The New America Singers (CSBC’s student 
choir) sang for more than 27,000 in Hong 
Kong and Thailand. They also were engaged in 
ministry and mission projects, which resulted 
in 1,650 decisions for Christ.
The 2014 Ministers’ Wives Retreat at Jenness 
Park drew nearly 100 women from 16 associ-
ations. Sandra Williams spoke to the theme 
“Being Refined.” The 2015 retreat is scheduled 
for May 15-17.
California Women’s Ministries and Missions 
sponsored five human exploitation awareness 
workshops, providing resources for churches 
to start ministries for this growing problem in 
California.
Strategic Giving assisted 30 churches with 
legal issues and helped with more than 40 
estate plans for California Baptist families. 
Through estate plans and gifts, more than $5 
million was raised in the first eight months of 
2014. Since 2010 Strategic Giving has helped 
earmark more than $21 million for California 
missions.
The California Southern Baptist E-dition cele-
brated its first anniversary in 2014. More than 
100 individual subscribers receive the digital 
edition of the newspaper while more than 25 
churches subscribe for their members through 
the church plan.
Five CSBC churches ministered during the 
Rose Bowl Parade, sharing Christ with more 
than 500 people.
Two music workshops were conducted early in 
the year, with 254 worship team members and 
leaders from 73 churches participating.
Vacation Bible School workshops, in both 
English and Spanish, trained 377 leaders to 
prepare churches to conduct effective and 
successful VBS events.
Chosen Generation, a conference for youth 
on mission, was held in Fresno, drawing more 
than 100 students and leaders to missions-fo-
cused workshop, ministry projects and 
worship.
The Church Financial Guidebook, which 
helps churches with financial practices, was 
translated into Spanish this year. In addition 
there were 22 webinars training leaders in a 
variety of stewardship subjects. Thirty congre-
gations received direct training and support for 
stewardship.
The Healthy Church Group trained 31 new 
church consultants in the five-step process 
of church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s. 
Consultations assist congregations to become 
and remain spiritually healthy and evangelis-
tically fruitful.

By the Numbers

Congregations: 2,229

Anglo: 838

African-American: 451

Chinese: 71

Filipino: 81

Hispanic: 345

Korean: 195

Multi-ethnic: 96

Other ethnic: 152

Cooperating Congregations: 1,206

Baptisms in 2013: 13,575 
9th of 42 state conventions

Cooperative Program Gifts  
in 2013: $6,756,078.50

California Mission Offering Gifts  
in 2013: $433,341.87

CP Gifts for World Missions  
in 2013: 33%

CSBC Staff and Missionaries: 68
MRC – 37

Field Missionaries - 15
Jenness Park – 16

Baptist Associations: 29

Agencies: 3 
CSBC 

California Baptist Foundation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CSBC churches preach the gospel in  
77 languages, reaching more than  

60 ethnic groups

Of the 37+ million people living in 
California, some estimate  
33 million still need Jesus!

To learn about the services and ministries 
of CSBC please look through the CSBC 
website. Begin your search for help and 

resources at www.csbc.com.

2013년도 103교회가 개척되거나 새로 주총회

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40 언어교회, 51 백인/

다인종, 그리고 12 흑인교회. 2014년 9월1일 

현재 71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사역을 통한 전도와 Feeding Those Who 
Feed Us 그리고 hunger ministries 를 통해

서 11,520명이 복음을 듣고 결단하였습니다. 

504교회의 보고에 의하면 804명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12,905명의 봉사자들이 이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토렌스에서 있었던 Or Target 전도 집회에 

350명이 135교회에서 참석하였습니다. 강사

에는 Miles McPherson, Steve Gains, David 
Nasser, Alex McFarland and Paul Borden.
Ignition, 학생 집회에 107교회에서 1,450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약 140명의 학생들

이 영접과 헌신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였으며 314

명이 영접을 하였습니다. 59명의 목사님들이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며 쉼을 가지며 회복하

였으며 500명의 봉사자들이 캠프에서 

많은 시간을 봉사 하였습니다.  

제네스 팍에서도 ”Green”사업의 일환으로 

Care2Connect의 기부금으로 일회용이 아닌 

식기와 침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교회와 시골 교회를 위해서 2번의 컨퍼

런스가 있었습니다. 19개 지방회의 108교회에

서  300여명이 참석하여 웍샵과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십명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피스모 비치에서 

다민족, 다언어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예배

와 웍샵이 여러 언어로 진행되었으며 이틀동안 

많은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재난 구호팀은 21곳의 캘리포니아

와 타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사역을 펼쳤습

니다. 필리핀 올목에서 20채이상의 건물 

보수를 위해서 75명의 봉사자들이 13,100시간

의 봉사를 6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사역

을 통해서 117명이 영접하였읍니다. 재난 구호

팀에서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10번의 훈련을 

통해서 자원봉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선교헌금을 통해서 블럭파티 

츄레일러 2개를 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22개의 츄레일러를 19개 지방회에 주었습니다.  

모든 츄레일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백만명에게 사역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번 Sent 선교 컨퍼런스를 프레즈노에서 

시작하였는데 200여명이 참석하여 34개의 

웍샵을 통해서 도전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이 선교에 참여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을 도전하였습니다.

여름에 두 곳에서 진행된  STRAM 캠프에 

29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21명

이 영접하였으며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헌신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침례대학 합창단이 홍콩과 타이

랜드에 가서 음악으로 사역을 했는데 27,000

이 음악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프로젝

트에 참여하여 1,650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

였습니다. 

제네스 팍에서 있었던  2014년 사모 수련회

에 16지방회에서 100명의 사모들이 참석하였

습니다.

“Being Refined”라는 주제로 Sandra Wil-
liams가 주강사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2015년 사모 수련회는 5월15-17일 입니다.

캘리포니아 여선교회에서는 5개의 인권착취 

인식 웍샵, 교회가 성장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전략적 기부팀은 30 교회의 법적 문제를 자문

하였으며 40명 침례가족의 부동산 계획을 

도왔습니다. 부동산 계획을 통해서 2014년 

8월까지 5백만불을 기부받았습니다. 2010년

부터 2천백만불을 선교를 위해서 기부 받았

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총회 전자신문이 2014년 창간 

1주년이 되었습니다. 25교회에서 100여명 

이상이 전자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로즈볼 퍼레이드에 5교회가 참여하여 5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올해 2번의 음악웍샵에 73교회에서 254명의 

예배 관련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하기성경학고 웍샵을 영어, 스페니쉬로 개최

하여 377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개교회 

하기 성경학교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학생선교 컨퍼런스를 프레즈노에서 개최하여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선교초점의 웍샵 

그리고 예배와 사역 웍샵에 참여하였습니다. 

교회재정 가이드 북을 통해서 교회을 

도왔으며 올해에 스페니쉬로 번역을 마쳤습니

다. 22번의 웨비너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30 교회를 방문하여 청지기 세미나를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룹에서는 31교회를 자문하였습

니다. 자문한 교회들은 건강하고 전도의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교회: 2,229

백인교회: 838

흑인교회: 451

중국인교회: 71

필리핀 교회: 81

히스패닉 교회: 345

한인교회: 195

다인종 교회: 96

기타: 152

협동선교비에 참여하는 교회: 1,206

2013년 : 13,575 명 42 주총회 가운데서 9위

2013년 협동선교비 총액: $6,756,078.50

2013년 캘리포니아 주 선교헌금: $433,341.87

2013년 협동 선교비에서

세계 선교비로 사용: 33%

총회 스태프와 선교사: 68명

총회 사무실 스태프 - 37명

선교사 - 15명

제네스 팍 - 16명

지방회: 29

주총회 기관: 3 
CSBC

California Baptist Foundation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캘리포니아 주총회 산하 교회들은 매주  

77 언어로 예배를 드리며 

60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천7백만명 이상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거주하며 3천3백만명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총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총회 

웹사이트인 www.csbc.com 

에서 검색하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주총회 중요한 사역 보고

캘리포니아 주총회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