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식 Announcements

2019년 3월 10일 [제 42권 10호]

지금은 사순절 기간(3/6~4/20)입니다. 고난 당하신 예수님과
부활 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은 매일 성경통독에 동참하여 성경 일독 합시다. (하루 성경 4장읽기)
3/11(월)

3/12(화)

3/13(수)

3/14(목)

3/15(금)

3/16(토)

3/17(주)

사무엘하
13장~16장

사무엘하
17장~20장

사무엘하
21장~24장

열왕기상
1장~4장

열왕기상
5장~8장

열왕기상
9장~12장

열왕기상
13장~16장

1. 새가족 환영 Welcome New Comers!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Welcome all New Comers. Please share a meal and fellowship together in fellowship room.
Приветствуем всех новых посетителей. Пожалуйста, поделитесь едой и стипендией вместе в
комнате общения.

2. 다음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2019년도 선교헌금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Reporting to 2019. Отчетность до 2019 года.

3. 4월 28일(주)~4월 30(화) 예정되어있는 2019년 말씀축제(춘계부흥성회)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순복음성동교회 담임 정홍은 목사
4. 제직임명(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 잘 준비되고, 대상자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임직이 되도록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오늘 애찬을 준비해주신 유성원 형제, 유성애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Today's fellowship is Brother Yoo & Sister Yoo. Thank you for Brother Yoo & Sister Yoo.
Сегодняшнее общение - это брат Ю и сестра Ю. Спасибо за Брат Ю и Сестру Ю.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 손정일 집사님(손정실 권사님 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피터슨양로원)
▸ 유정숙 집사님(김윤옥 집사님 올케)의 폐암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윤선희 전도사 / 교회학교: 유성원, 김보라 선생님
샤론 찬양대: 박명수 지휘자, 유성애 반주자 / 찬양팀: 이철현 안수집사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 1:2)

2019년 3월 10일

순복음중앙교회 주일예배

1. 안수집사

F.G.C.C. Sunday worship Service

당회(목협위) 또는 제직회의 승인 하에 교회에 맡겨진 업무를 담당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우를
심방하며 환란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존귀한 직분으로 임기는 만 65세까지로 하되 단 개 교회
사정상 만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지방회의 치리를 받는다.

1부: 8:50 / 2부: 10:50

̇ ̇ 을̇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안수집사의 자격 및 피택>

Welcome all new comers!

사회 : 정용훈 목사
FGCC Head Pastor

찬양과 경배 ······································································································ 다함께
Worship & Praise with Team Life
Altogether
사도신경 ···········································································································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Altogether
대표기도 ································································································· 유연봉 장로
Prayer
Elder. Y. B. Yoo
찬 양 ······································································································ 샤론찬양대
Anthem
Sharon Choir
1부) 아가서 От Иоанна. SS. 2:10~14
*성경봉독 ········································································································· 다함께
2부) 민수기 Числа, Num. 13:30~33

*Scripture Reading

Altogether

1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의도 위성)

설 교
Sermon

Arise and Come with Me,
Встань и иди со мной
···························································································

2부) 내가 가져야 할 자화상
The self-portrait I should have
Самооценка, которую я должен иметь

제직임명을 위한 자격기준  안수집사 & 권사 & 서리집사

2부) 정용훈 목사

Rev. Yong Hoon Jeong

1부) 위성 / 2부) 박명수
헌금기도 ···································································································
오정자 집사
권사
Deacon.
S. Paik
Park
Offering Prayer
Deaconess. M.
Y.H.
헌금찬양 ···································································································
성가대
1부) 위성 / 2부)샤론
샤론찬양대
Offering Praise
Sharon
Sharon Choir
Choir
광 고 ···································································································· 강우진 장로
Announcement
Elder. Tom Kang

1) 본 교회의 서리집사로 임명되어 만3년 이상 되고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2) 안수집사는 가족이 본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이 투철하여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철저히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흠한 자(딤전 3:8-13).
3) 성령세례 받은 자.
4) 이혼한 자로서 전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본 교단의 안수집사가 될 수 없다.
(단, 상대방이 먼저 간음을 했거나 기만에 의하여 불법적인 결혼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 때에 분명하고, 충분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5) 당회(목협위)에서 추천하여 정기공동의회에서 3분의2 이상의 득표된 자를 피택하고
지방회에서 주관하는 시취에 합격한 자(단, 투표는 1회에 한한다.).
6) 지방회의 주관 하에 6개월 이내 안수를 받아야 한다.
7) 6개월 이내에 안수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지방회에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 1년이 경과되면 자동 무효가 되어 재시취에 응해야 한다.

2. 권사
권사는 여자로서 안수 받지 않는 종신직이며 교역자를 받들어 교회에 봉사하며 교우를 심방 및
권고하고 특별히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신앙 향상을 위하여 충성하는
성스럽고 명예로운 직분이다

<권사의 자격 및 피택>
1) 본 교회 서리집사 임명일로부터 만 5년 이상 된 자로서 만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2) 가족이 본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이 투철하여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철저히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흠한 자.
3) 타 교회에서 이명해 온 권사인 경우는 만 1년 이상 본 교회에서 봉사를 한 후
정기공동의회에서 2/3 이상 득표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명한다(단, 투표는 1회).
4) 당회(목협위)의 추천으로 정기공동의회에서 3분의2 이상 득표를 받아 당회장이
임명한다(투표는 1회에 한한다.)

3. 서리집사
당회 지도하에 교회에서 맡겨진 업무처리 및 예배 질서유지, 수전 등 분담하여 각 부서별로
봉사하며 교역자를 도와 심방과 구역활동에 주력하는 귀한 직분이다.

<서리집사의 자격>

주기도송
*찬 송 ··········································································································
다함께
*The Lord's Prayer
Altogether

1) 침례를 받은 자로 본 교회에 교적등록 후 만 1년 이상 된 자로서 본 교회에서 주관하는
공식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성실히 봉사하고 참여하는 자.
2) 만27세 이상의 남녀로서 침례와 성령세례를 받고 주일성수와 십일조를 드리며 건실한
신앙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어 모든 이의 칭송을 받는 자.
3) 담임목사가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4)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담임목사의 재임명으로 연임할 수 있다.

*축 도 ·········································································································· 설교자
*Benediction
Preacher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직 심사 신청서 접수>  5월 5일(1주)까지, 이후 일정은 게시판에 공고.

헌금축복기도 ···································································································· 설교자
Benediction for Offering
Preacher

설교노트 Sermon Note

금요성령충만기도회
3/15/2018 (Fri.) 8:30pm
찬 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with Team Life

Altogether

사도신경 ·········································································································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Altogether

찬 양 ············································································································· 다함께
Praise

Altogether

대표기도 ········································································································· 설교자
Prayer

Preacher

성경봉독 ······································································································· 다함께
Scripture Reading

설

Altogether

교 ································································································· 정용훈 목사

Sermon

Rev. Y. H. Jeong

주기도문 ········································································································· 다함께
The Lord's Prayer

Altogether

2019년 3월 17일 예배위원

정용훈 목사(Head Pastor. Rev. Yong Hoon Jeong)
현) 순복음중앙교회 담임

예배

대표기도

헌금기도

헌금위원

안내

교회차량

1부

여의도 위성

여의도 위성

백사남 장로

유연봉 장로
백사남 장로

정수연 집사

김선미 집사

유연봉 장로
홍성희 집사

2부

백사남 장로

3월 예 배 위 원

한세대학교 B.A. / M.Div. / Th.M수료 / MeComic 박사(D.min) 과정중
전) 시카고 순복음안디옥미션센터 담임
전) 여의도순복음교회 목회비서실 편집부장

2019 순복음중앙교회 예배일정 (3월~4월)

애찬  김판임 집사님

*담당자들은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3월
3(주)

성찬주일

3/10

유연봉 장로

박명수 집사

유연봉 장로
홍성희 집사

3/17

백사남 장로

김선미 집사

유연봉 장로
홍성희 집사

애찬

김판임 집사님

6(수)

사순절 시작

3/24

강우진 장로

홍성희 집사

유연봉 장로
홍성희 집사

애찬

권사회

17(주)

선교주일

3/31

김종인 장로

정수연 집사

유연봉 장로
홍성희 집사

애찬

최태윤집사, 우민희집사

24(주)

구역예배주간

애찬

유성원형제, 유성애자매

4~6(월~수)

십일조 새벽예배

4월
7(주)

성찬주일

15~20(월~토)

고난주간특별새벽예배

21(주)

부활주일예배(선교주일)

28~30(주~화)

춘계축복성회

28(주)

구역예배주간

생명의 말씀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 Word of Life

조용기 목사 Rev. Yonggi Cho (Full Gospel World Mission)

이영훈 목사 Rev. Young Hoon Lee (Full Gospel World Mission)

하나님께 맡기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Leave It up to God
렘 (Jer.) 33:1~3

Arise and Come with Me
아 (SS.) 2:10~14

유다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
습니다. 갇힌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답답함과 안타까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서는 자신은 “일을 행사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God who made the earth and established it)
1)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는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인간의 도움 없이 홀로 다 이루셨습니다.
2)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2.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Call to me)
1)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사를 만났을 때 우
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2)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란 간절한 기도
를 말하는데, 성경에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은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3.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I will show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1)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2)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일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라는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
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에 깊이 빠진 두 남녀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서
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1.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My darling, my beautifull)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이라고 부르십니다. 아가서의 솔로몬 왕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특별히 아름답지도 신분이 높지도 않은
시골 처녀인 술람미 여인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만군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그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사
43:4).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일생 동안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 희망의 봄이 밝아온다 (The Spring of hope dawns)
사랑하는 연인 사이게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일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
로몬 왕을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병까지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겨울 같은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희망의
봄이 찾아왔습니다(아 2:11~12).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겨울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끝까지 주님의 신뢰하고 절대 긍정, 절
대 감사로 나아가면 절망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 덧 희망의 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3.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라 (Eliminate the elements of unbelief)
술람미 여인이 관리하는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습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가장 큰 주
범은 곰이나 사자와 같이 덩치 큰 맹수가 아니라 몰래 나타나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도
망가는 작은 여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큰 죄악이 아니라 너무 사소해
서 신경을 끄지 않게 되는 작은 죄악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 게으름, 시기, 분노, 질투 등
작은 죄악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
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점
검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는 불신앙의 모습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살전 5:21~22).
영적인 작은 여우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
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