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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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복음중앙교회 야외예배 안내
일시 When: 2015년 5월 17일 (주일) 11:00 / 장소 Where: 안디옥 기도원 

 * 당일 교회에서 1부, 2부 예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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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주일 Sunday for Children!
   가슴으로 낳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Please Bless our sunday school children! They born with heart in our church!  

3. 성찬예배 Communion Service 
   오늘은 성찬예배로 드립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Today, we have a Communion Service.
   

4. 애찬 Fellowship
   이번 주 애찬은 청년부에서 감사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Today's fellowship is prepared and served by Church Young Adult Group.

5. 담임목사 설교방송 Head Pastor’s Radio Sermon broadcast 
   매주 화요일(Every Tue.) 6:30~7:00 am / 채널 Channel: AM1590   

 4월 교회 방문 및 새가족   

 장년부) 정이화 성도님 가정, 최완전 성도님, 최일홍, 전매리 성도님 가정

 청년부) 김형준 형제, 스테파니 자매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 홍필교 권사님(그로스 포인트 양로병원)  
  ▸ 토마스 게일 집사님(특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박영옥 집사님(허리통증치료를 위해서)  
  ▸ 출타중인 성도들을 위해서(김주경·김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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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소식 Announcements                    2015년 5월 1일 [제38권 18호]
- 어린이 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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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장로
Prayer                                                      Elder. J.I.Kim
찬   양 ································································································· 샤론 성가대
Anthem                                                     Sharon Choir
*성경봉독 ······································································································· 다함께
*Scripture Reading                                             Altogether
설   교 ··········································································································· 설교자
Sermon                                                         Preacher
성   찬 ··········································································································· 다함께
Communion                                                    Altogether
헌금기도 ······························································································· 백윤희 집사
Offering Prayer                                     Deaconess. Y.H. Paik
헌금송 ··································································································· 샤론 성가대
Offering Praise                                             Sharon Choir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축복기도 ························································ 다함께
Blessing for Sunday Schooler                                  Altogether
광   고 ··········································································································· 설교자
Announcement                                                  Preacher
헌금축복기도 ································································································· 설교자
Benediction for Offering                                           Preacher
*주기도송 ······································································································· 다함께
*The Lord's Prayer                                          Altogether
*축도 ··············································································································· 설교자
*Benediction                                                    Preacher

새 찬양 New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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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된 사람! The First Person! 

1부) 찬 Hymn 208장/ 2부) 샤론성가대
Sharon Ch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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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황선욱 목사 / 2부) 정수연 집사
Rev. S.W. Hwang / Deacon. S.Y. Jung

마태복음 Matthew 20:1-16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금요 축복 기도회   

The Blessing Prayer Meeting on Friday 

5/8/2015 (Fri.) 8:20pm                            찬양인도 / 설교: 류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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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뉴턴은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17세가 되던 해 노예선의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거친 선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때부터 뉴턴은 

온갖 죄악과 방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때, 뉴턴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이 살아왔던 

부끄러운 삶을 청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그치자, 뉴턴은 다시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뉴턴은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깊은 죄악을 깨닫고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존 뉴턴은 후에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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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ties KOREA Core 
전) 오아후순복음교회 담임
    여의도순복음교회 프뉴마 청년선교회 담당   

다음주(5/10) 예배위원  * Mother’s Day
예배 대표기도 헌금기도 애찬 안내 교회차량

1부 황선욱 목사 황선욱 목사
황선욱 목사 유연봉 장로

백사남 장로 정수연 집사
2부 강우진 장로 홍성희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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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니고데모 (Jesus and Nicodemus)          요(Jn.) 3:1~15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이 볼 수 없고 귀가 없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영이 죽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

문입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영

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1. 죄로 인한 아담의 변화 (Adam’s change caused by sin)
 1)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창 1:27)

 2) 죄로 인해 영이 죽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대화가 단절되었음 (창 2:17)

 3)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마귀의 종이 되어

서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음 (엡 2:2~3)

2.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Jesus who came to save humans)
 1)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이동풍격인 니고데모 – 3차원에 속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차

원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가 불가능했음 (요 3:3~4, 요 3:10~12)

 2) 예수님의 대속 –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 위에 매달

린 놋뱀을 쳐다보자 살아났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됨 (요 3:14~15)

 

3.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삶의 정체성 (The identity of the changed by believing in Jesus)
 1)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옛 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됨 (고후 5:17)

 2) 예수님을 믿으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육으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

으로, 그냥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됨 (요3:5~6)

 3)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3차원적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4차원의 사람이 됨

4. 4차원의 영적 요소 (Spiritual element of the fourth dimension)
 1)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4차원의 영적 요소는 ‘생각, 꿈, 믿음, 말’임 (골 3:1~2)

 2)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리는 원리 – 예수님은 모든 일을 말씀으로 다스리셨

고, 바다의 풍랑과 같은 자연 현상들도 말씀으로 다스리셨음 (막 4:39)

 4차원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씀으로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고 창조합니다. 우리가 하

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신앙생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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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사람 (A Happy Person)     신(Dt.) 33:26~29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

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와 젖

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

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은

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1. 도우심의 은혜 (Grace of help)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언제나 도와주십니다(신 33:26). 하나님께서는 여수룬, 

곧 이스라엘을 의롭게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

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그들을 구원해주셨습니다(출 14:21). 그들이 가나안

에 정착한 후로 블레셋의 계속된 공격을 받아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에벤에셀의 

은혜를 허락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으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를 입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2. 보호하심의 은혜 (Grace of protection)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항상 보호해주십니다(신 33:27).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애굽의 민족말살 정

책으로 민족이 끊어질 위기를 당했을 때도 놀라운 섭리로써 보호해주셨습니다. 출애굽

한 후 광야를 지날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

셨고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위험천만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

게 됩니다(시 23:4).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품에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3. 풍성함과 승리의 은혜 (Grace of abundance and victory)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모든 대적들로부

터 승리하게 해주십니다(신 33:28~29).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으로 이끌어주셨고, 샘에서 물이 넘쳐나듯 그들의 자손이 그 땅에 넘쳐나 강성한 나라

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영

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갊을 살게 되고 모든 죄와 원수 마귀로부터 승

리하게 됩니다(오일 5:18). 그러므로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얻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