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배부흥! 새벽예배 20명, 금요축복기도회 30명, 주일예배 100명
Let’s Pray for Church Growth!(Dawn Prayer service 20 people, Friday service 30 people, Sunday service 100 people)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 매 주일 10시30분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We Hold an Intercession Meeting at 10:30 am Every Lord's Day in the Sanctuary.

 1. 새가족 환영 Welcome New Comers!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따뜻한 인사가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all New Comers. A Warm welcome becomes a big strength to them.

 2. 종려주일 Palm Sunday Service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배드립니다. 
   Today is Palm Sunday 
3. 고난주간 특별새별기도회 Passion Week Special Dawn Payer Sevice  
   일시 When : 2015년 3월 29일~4월 3일(Mon.~Fri.) 5:30am 
   장소 Where : 순복음중앙교회 대성전 Main Sanctuary 
4. 부활절 성찬예배 Easter Communion Service 
   다음주일은 부활절 성찬예배로 드립니다.
   Next Sunday is Easter Communion Service.
5. 백합헌화 Altar for Flower with lilies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강단을 백합으로 꾸며주세요
   Please think of the risen Jesus and the pulpit decorated with lilies   
6. 4월 제직학교 Stewardship School on April  
   일시 When : 2015년 4월 8일(Wed.) 8:00pm
   장소 Where : 대성전 Main Sanctuary   
7. 애찬 Meals 
   이번 주 애찬은 임규성 형제께서 감사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Today's meal prepared by Brother. Brian Lim  
8. 부활절 연합예배 (북부지역 교회연합회 주관) 
   일시 When : 2015년 4월 5일(Sun.) 6:00am 
   장소 Where : 하이랜드교회(Highland Church)
        Add) 820 S. Milwaukee Ave. Vernon Hills IL 60061 / Tel) 847-634-6033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 홍필교 권사님(그로스 포인트 양로병원)  
  ▸ 강경희 집사님 시모님 건강회복   
  ▸ 토마스 게일 집사님(특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출타중인 성도님들을 위하여(한수잔 성도. 문수지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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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소식 Announcements                    2015년 3월 29일 [제38권 13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순복음중앙교회 주일예배”
Making God's History on F.G.C.C. Sunday Service

※ 주일1부예배 오전 9시30분 / 2부예배 오전 10시45분 

설교: 황선욱 목사
                                                 Rev. Sun Wook Hwang

찬양과 경배 ··············································································································· 다함께
Worship & Praise with Team Life                                            Altogether
사도신경 ······················································································································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Altogether

찬양과 경배 ··············································································································· 다함께
Worship & Praise with Team Life                                            Altogether

대표기도 ··································································································································
Prayer                                                           Elder. S.N. Baek 
찬   양 ·············································································································· 샤론 성가대
Anthem                                                             Sharon Choir

*성경봉독 ·················································································································· 다함께
*Scripture Reading                                                     Altogether

설   교 ························································································································ 설교자
Sermon                                                                  Preacher 
헌금기도 ············································································································· 박명수 집사
Offering Prayer                                                Deacon. M.S. Park

헌금송 ················································································································· 샤론 성가대
Offering Praise                                                      Sharon Choir
광   고 ························································································································ 설교자
Announcement                                                           Pr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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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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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도 ···························································································································· 설교자
*Benediction                                                             Preacher

* 표는 일어서서 드립니다. 

새 찬양 New Song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 ̇을 환영합니다!
Welcome all new comers!

마태복음 Matthew 21:1-9

우리 예수님은 Our Jesus Christ is...

1부: 황선욱 목사 / 2부: 백사남 장로
  Rev. S.W. Hwang / Elder. S.N. Paik

1부: 찬송가 Hymn 133 / 2부: 샤론 성가대
Sharon Choir

그사랑, 내 생명

1부: 황선욱 목사 / 2부: 강희경 권사
Rev. S.W. Hwang / Sir. Deaconess. H.K. Kang



금요 축복 기도회   

The Blessing Prayer Meeting on Friday 

4/3/2015 (Fri.) 8:20pm                                   설교: 황선욱 목사
찬양과 경배 ································································································ 다함께
Worship & Praise with Team Life                                        Altogether
사도신경 ········································································································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Altogether
찬양과 경배 ································································································ 다함께
Worship & Praise with Team Life                                         Altogether
대표기도 ········································································································ 설교자
Prayer                                                           Preacher
성경봉독 ······································································································ 다함께
Scripture Reading                                              Altogether
설  교 ············································································································ 설교자
Sermon                                                          preacher
통성기도 ········································································································ 다함께
Prayer                                                          Altogether
축도 ················································································································ 설교자
Benediction                                                      Preacher

짧은 이야기 깊은 생각 
Short Story deep in though            

미국 크리스천들에게 앞으로 100년 후에 책꽂이에 꽂혀있을 책, 세권 
중의 한 권이『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일생의 목표는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27세 때 성령 체
험을 합니다. 얼마 후 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목사님은 YMCA의 소
속 군목으로 전선에 나갑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인
해 수천 명의 군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
다. 그가 세상을 떠났던 해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제가 상
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이미 겪어왔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제 말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어떻게 그가 이러한 고통을 다 알 
수 있겠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주께서
는 사람이 겪는 그 어떠한 힘든 상황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43세
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네 살이
었던 딸 캐서린은 죽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계세요. 아빠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계세요.”

설교노트 Sermon Note           

     

황선욱 목사(Head Pastor. Rev. Sun Wook Hwang)

현) 순복음중앙교회 담임
    한세대학교 B.A. / M.Div. / Th.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과정 중
    KOSTA/ GKYM/ Youth Speciaㅣties KOREA Core 
전) 오아후순복음교회 담임
    여의도순복음교회 프뉴마 청년선교회 담당   

다음주(4/5) 예배위원
예배 대표기도 헌금기도 애찬 안내 교회차량

1부 황선욱 목사 황선욱 목사
교회 각 기관 유연봉 장로

백사남 장로 정수연 집사
2부 강우진 장로 손정실 권사



생명의 말씀 Word of Life                            
조용기 목사 Rev. Yonggi Cho (Full Gospel World Mission)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살전(1Th.) 5:16~18

(What Attitude of Mind Should We Have?)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

다. 마음가짐이 올바르면 악을 멀리하고 죄의 길을 버리며 탐욕과 교만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마음가짐이 흐트러져 있으면 언어나 행동

이 모두 초점을 잃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에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1. 항상 기뻐하라(Be joyful always)
 1) 죄의 용서함과 허물의 씻음을 받아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

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니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가!

 2)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함 (마 4:23~24)

 3) 저주에서 해방되고 심신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 함 (갈 3:13)

 4) 사망과 음부에서 놓여나 천국에서 살게 되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함 (요 14:2~3)

2. 쉬지 말고 기도하라(Pray continually)
 1)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함

 2) 창조하는 영혼과 씨 뿌리는 마음이 우리 삶에 열매 맺도록 기도해야 함

 3) 하나님의 관용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함

 4) 소망 찬 꿈을 보이시고 천국의 진리와 영광을 보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함

    - 4차원의 영성에 기초하여 항상 기도하고 그 기름 부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3. 범사에 감사하라(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1) 삶의 여정에서 좋은 일이 생길 때 즉시 감사하라 -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눅 6:38)

 2) 고난이 다가올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심 (창 5:20~21)

 3)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 깊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

님을 찬송했을 때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짐 (행 16:25~26)

  우리는 생명의 샘인 마음으로부터 늘 기쁨과 감사의 생수가 넘쳐흐르도록 만들어야 합니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을 품고 믿음과 창조적 선언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역

사하셔서 창조와 변화의 기적을 가져옴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 Word of Life                            
이영훈 목사 Rev. Young Hoon Lee (Full Gospel World Mission)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Hosanna! Praise the Lord!)

                                   막(Mk.) 11:1~10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
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
서는 공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성에 입
성하셨습니다.

1. 순종의 삶(Life of obedience)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두 제자에게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
씀하셨습니다(막 11:1~2). 두 제자가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끌고 오려 할 때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이유를 물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주께서 쓰실 것이라
고 대답했습니다. 주인들은 나귀가 그들의 생계수단이었지만 아무런 반대도, 저항도 없이 
내주었습니다(막 11:16). 그들은 주 되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희생
을 무릅쓴 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지만, 
요나의 불순종은 그를 풍랑으로 이끌었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2. 순수와 겸손의 삶(Life of purity and humility)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때 타신 나귀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는 
이 나귀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
하실 때 순결한 나귀를 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일꾼은 죄
악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과 삶을 소유한 사람입니다(마 10:16). 예수
님께서 세상의 왕들처럼 호화로운 입성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신 소박한 모습의 입성을 선
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겸손 그 자체였습
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순수
와 겸손의 삶을 살아갑시다.

3. 찬양과 감사의 삶(Life of praise and thanksgiving)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들의 겉옷을 펼쳐 높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찬양했습
니다(막 11:8~10). 그들의 열렬한 환영의 배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었습니
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다윗 왕 때의 영광과 번영을 
다시 누리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에 의해 충족
되지 않자, 그들은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었습니
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향한 찬양
과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