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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행 12:1-5)

김세훈 안수집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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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일 형제

특송 : His Name
주찬집Ⅱ 4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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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축제

1부 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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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포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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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선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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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양식

주 중 예 배

외 국 어 예 배

주 일 예 배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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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

예배초청

헌금

찬양

찬송

기도

합심기도

기도

찬송

예배초청
찬송

헌금

02:00 p.m / ROOM 421
『First Mission』
Matthew 3:1-12
Rev.Steve Chang

13:00/кабинет423(4 эт.)
『Во-первых отдали...』
2-ое К Коринфянам 8:1-5

Ким Джон Джин

내 삶의 모든 순간

上午11:30 / 422号室 
『人为朋友舍命...』
约翰福音15:12-14

崔银峻 传道士

특송 : 핸드벨
찬송가 288장

午前 11:40 / 202 号室
『落ち穂拾い』

申命記 24:18-22
崔禎玹 牧師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시편  Psalm 119:33-40)

김 승 욱 담임목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삼하 24:17-19)

경배송

김 승 욱 담임목사

“자신을 지키며 
삽시다-Part 2”
(유 1:20-23)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찬집 48장주찬집Ⅱ 133장보혈을 지나

주찬집Ⅱ 162장신실하게 진실하게
주찬집Ⅱ 274장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천희주 권사

최강용 목사 / 시 127:1-2

기 도
찬 양 
설 교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전적 의존”

김사무엘 목사
이병수 목사

분당(101호) :
대치(203호) :

※ English Translation at 9:40am and 11:40am services
※ 주일 각부 예배실황은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안만기 목사백명렬 목사 장영준 목사 서계원 목사

РусскоеБогослужениеРусскоеБогослужениеEnglish WorshipEnglish Worship 日本語礼拝日本語礼拝 中国语礼拜中国语礼拜
러시아어예배중국어예배일본어예배영어예배

금요부흥회 (오후 8:10, 본당)수요초청예배 (오전 10:20, 중성전)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1부 전통예배(오전 8:00) 2부 예배(오전 9:40) 3부 예배(오전 11:40) 4부 뉴웨이브예배(오후 1:30)본당 ▶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가 149장



목회일정 

4.26(금) 정기제직회, 사랑부 헌신예배

4.28(주일) 나눔주일, 장애인주일, 유아세례 문답, 

          교구모임(6-10교구), 확신반 종강

5.2(목) 뉴시즌 공동체 국내선교 

5.4(토) 뉴웨이브 어린이날 가족행사

5.5(주일) 어린이주일, 유아세례식

5.10(금) 금요찬양예배

5.11(토) 아깨모 5월 모임

4.3(수) 아기학교 개강

4.6(토) 아깨모 4월 모임

4.12(금) 금요찬양예배

4.13(토) 선교드림스쿨 개강

4.14(주일) 종려주일, 선교주일, 정기당회

4.15(월)-19(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19(금) 성금요일예배, 성찬식

4.21(주일) 부활주일, 유아세례 교육, 교구모임(1-5교구)

4월

주간중보기도제목01

5월

주일예배를 위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를 위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과 비전을 위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아기학교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담임목사님을 위하여

통일선교아카데미와 25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을 위하여 

예배의 감격과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예배를 위한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빚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소서.  

4월부터 권사님들이 ‘교회와 나라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의 바통을 이어갈 때, 성령
께서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간구하되,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가 거룩한 주님의 숨결로 일어서게 하소서.   

뉴젠의 자녀들과 뉴웨이브의 청년들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소서. 말씀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로부터 신앙의 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비전 
아래 지혜로움과 창조적 사고력을 갖고 학업에도 집중하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아기학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소서. 때 묻지 않은 아기들이 
엄마와 함께 마음껏 웃고 즐기며 시나브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아기학교에 참여
하는 엄마들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아기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양육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소서. 온 국민에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죽고 민족이 사는 길을 함께 열어가게 하소서. 세대와 지역,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하게 하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 앞에 우뚝 서게 하소서. 

담임목사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깊은 영성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온 교회가 은혜의 
단비에 젖게 하소서. 사모님과 세 자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 이웃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선교아카데미의 전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소서. 강사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비전으로 제시되게 하소서. 25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장병들에게 영혼구원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소서.

3.31(주일)

4.1(월)

2(화)

3(수)

4(목)

5(금)

6(토)



(4) 4월 중 수요초청예배 기도 담당   

ㅇ

ㅇ
ㅇ

ㅇ

ㅇ

ㅇ

ㅇ

2. 각 부서 알림

(1) 3월 새가족반 수료자(18명)
고상설(1), 김미정(10), 김영림(3), 류민아(7), 문우형(1), 
박은진(1), 박지수(2), 신서영(3), 윤시내(8), 이경자(6), 
이경희(3), 이현철(1), 장효현(6), 전춘옥(4), 최성희(7), 
한양섭(7), 한찬규(5), 허애정(1)
※ ( )안은 교구표시
※ 할렐루야교회 등록자는 새가족반을 반드시 수료
  하셔야 하며 새가족반 수료자에 한해 임직과 제자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침을 깨우는 아버지들의 기도 모임 4월 안내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4.6(토) 오전 7시
·장소 : 108호
·강사 : 강천구 목사(상담학 교수, 할렐루야 상담센터

전문 상담사)
·제목 : 한 목회 상담자가 생각해보는 “괜찮은 아버지로 

성장하며 살아가는 길”
·문의 : 김서중 안수집사(010-7728-0979)

(3) 군선교팀  25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 
·일시 : 4.6(토) 오후 2시
·장소 : 경기 양주시 25사단 신병교육대대 사랑의

교회
·출발 : 교회 오전 10시 30분, 야탑 10시 40분
·대상 : 뉴웨이브, 전폭 3단계 수료자, 군선교팀
·문의 : 부팀장 최원형 집사(010-5467-7962)

(4)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사업·행사 공모
우리 교회가 내년 11월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기념하는 사업·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성도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지난 40년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기대를 담을 뜻깊은 사업·행사를 추천해 
주시면 기획위원회에서 타교회 사례와 함께 검토 후 
당회에서 확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채택되는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오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출내용 : 성명, 신급, 교구, 핸드폰 번호, 구체적인 

사업·행사 내용과 의미 
·접수 : 이메일(news@hcc.or.kr) 또는 할렐루야신문사 

방문 접수 

교회소식02 교회의 여러가지 일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참여합시다 

1.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예배 전에 성전 입구에 있는 안내석에서 방문카드를 

작성하시고, 예배 후 새가족실로 오셔서 담당 목사

를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환 영 

알 림 

1. 교회 주요 알림
ㅇ

ㅇ

ㅇ

(1) 4.5(금) 금요부흥회 강사 소개

·홍원기 목사(올네이션스교회 원로)

(2) 3호기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안내

엘리베이터 교체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공사기간 사용이 

불가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통행 시 안전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

니다.

·3호기 공사기간 : 4.2(화)-4.30(화)

·문의 : 사무국 시설관리실(031-780-9888)

(3) 4월 중 주일예배 대표기도, 헌금 담당

섬김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적합한 섬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내 받으시려면 사역안내센터 

상담실(2층 식당 입구 우측)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섬김 희망자 사역안내  

성도님들께서 매주 기증하시는 사랑의 성미는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도님

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미함과 성미 

주머니는 3층 본당 입구 좌우측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성미 모음   

헌금
(3층/4층)

4.14
기도

4.28
기도

1부 
예배 
기도

4.7

4.14

4.21

4.28

2부

3부

2부

3부

1부

2부

3부

4부

김수양 안수집사

김영현 안수집사

김진곤 안수집사

김철민 안수집사

이창주 장로

이황배 장로

고영하 장로

최완철 장로

서원영 장로/ 장주옥 장로

이창주, 장주옥 장로 / 송필형 장로

이황배, 최완철 장로 / 오인필 장로

소회섭, 이병식 장로 / 서원영 장로

천희주 권사

서종선 권사

정명진b 권사

강성애 권사

4.3

4.10

4.17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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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4.28(주일)까지 

·문의 : 창립 40주년 기념사업 준비 TF 서기 이상철 

안수집사(010-4759-6194) 

(5) 핸드벨 신입단원 모집  

아름다운 종소리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 어디

에서든 찬양하길 원하는 핸드벨 콰이어에서 2019년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조건 : 부모님 모두 교회 출석, 교회 결석 1년에 

4회 이하

·모집 연령 : 초등학교 4-6학년

(그 외 학년은 개별 연락)

·모집 기간 : 3.23(토)-3.31(오늘) 선착순 마감, 

첫 모임은 4월 첫 주입니다.

·문의 : 지휘자 송나라 집사(010-2721-4939) 

* 문자로 연락부탁드립니다

(6) 뉴시즌 공동체 목요모임 봉사자 모집  

뉴시즌 공동체 목요모임 예배 준비, 특강 및 문화 강좌 

준비와 마무리를 도와주실 남성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3명). 연령 제한 없으니 관심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3.21(목)-6.27(목),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장소 : 101호

·문의 : 조우현 안수집사(010-3758-7774) 

(7) 호스피스 바자회 물품 접수  

호스피스의 환우와 가족을 위한 바자회에 많은 물품 

지원 바랍니다.

·일시 : 4.13(토)

·장소 : 샘물 호스피스 병원(용인 소재)

·물품 접수장소 : 2층 호스피스 데스크

·품목 : 생활용품, 잡화 등(의류 제외)

·문의 : 총무 이정남 권사(010-7278-5351)

(8) 36기 선교 드림스쿨 훈련생 모집

선교드림스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길 

원하는 청소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및 정원 : 초(5,6학년), 중,고 등부 학생 선착순 

30명 모집

·훈련 기간 : 4.13(토)-6.22(토)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총 10주 과정, * 5.4(토) 휴강]

·훈련 장소 : 322호 

·비전트립 : 8월 중(선교지 추후 공지) 

·훈련비용 : 80,000원 (해외 비전트립 비용 별도)

·접수 : 2층 드림스쿨 부스

·문의 : 이다솔 간사(010-3534-6980)

ㅇ

ㅇ

ㅇ

ㅇ

(9) 할렐루야교회 다문화 가정 상담·생활 지원 신청 

접수 

·목적 : 교회 내 외국어 예배 공동체에 출석하는 

다문화(결혼이주)가정은 물론, 교회 외부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가정 가운데 

섬김이 필요한 결혼이주가정을 선정·지원

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상담

지원을 통하여 결혼이주가정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함

·내용

1) 다문화 가정 상담 신청

- 카톡 온라인 상담지원(상시, 비밀 보장)

- 카톡ID : himmelreich

2) 다문화 가정 생활지원 신청

- 자녀 교육비(어린이집 원비/초중고 교재 구입비 등)

- 긴급 생활비 및 긴급 의료비(성남, 광주, 이천, 

   용인, 서울 외곽 지역 거주자 우선)

·신청기간 : 3.25(월)-10.26(토)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기관추천서

(소정양식)

② 생활실태 증빙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선택 : 수급자, 차상위 증명서·건강 보험료 납입 

확인서·진료 확인서)

·문의 및 접수 : 복지공동체 다문화팀 부팀장 윤성구 

집사(010-5023-1379, gottseidank@daum.net)

(10) 일본 비전 트립 참가 희망자 모집

일본어 예배부에서 6.14(금)-18(화) 4박 5일간 원정아 

선교사님이 섬기는 모리오카 교회로 단기선교를 

갑니다. 함께 동참을 원하시는 성도님의 참여를 기다

립니다.

·문의 : 손일성 안수집사(010-5356-1734)

모  임

(1) 안수집사회 사랑의 고리 연결 체육대회 

·일시 : 3.31(오늘) 오후 3시-5시

(행사 후 식사가 제공됩니다)

·장소 : 1층 체육관

·문의 : 총무 윤기창 안수집사(010-5242-7069)

(2) 군선교팀 입대 장병을 위한 정기기도회

·일시 : 4.7(주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교회식당 온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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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족소개 >>>

인도자No. 이름 교구인도자No. 이름 교구인도자No. 이름 교구

이원복

이원복

양상훈a

유연미a

9교구

9교구

86

87

최은숙

이가원

스스로

박미향b

임정희c

박경순d

4교구

5교구

6교구

83

84

85

정연식a

김슬기c

김윤경i

4교구

4교구

4교구

80

81

82

스스로

스스로

백진희

결  혼

아래의 결혼식 광고는 개별적으로 초대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ㅇ

(1) 국수정 양(7교구 국왕표 성도, 강정이 권사 장녀)과 

박철우 군

·일시 : 4.6(토) 낮 12시    

·장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

(2) 김재명 군(3교구 김창섭 안수집사, 김해선 권사 

장남)과 안주희 양

·일시 : 4.13(토) 오후 1시    

·장소 : 정동제일교회 벧엘예배당

소  천

(1) 박경순 집사 모친(조임명 집사 장모) 3.23 - 1교구

출  생

(1) 양성열 집사, 장현주 성도 득남 (3.20) - 2교구

‘상담’은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할렐루야 상담센터가 성도님들의 행복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주소 :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50번길 42

·문의 : 강혜선 간사(031-701-1113)

·http://counseling.hcc.or.kr/

·상담료 : 본교인 1회당 30,000원 

          타교인 1회당 50,000원

ㅇ

할렐루야 상담센터 안내

십 일 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선교헌금 
김상복장학헌금

할렐루야
복지재단

해외선교헌금

·신한은행:100-030-135025
·신한은행:100-030-135040
·신한은행:100-030-135089

·국민은행:9-0420-0420-69·국민은행:294501-04-097488
·신한은행:100-025-611965 ·하나은행:477-910012-18004
·국민은행:294501-04-097516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 (예금주 : 할렐루야교회)

·대상 : 군입영 장병 부모, 군선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문의 : 총무 김용 집사(010-2246-0057)

(3) 10교구 야외예배

·일시 : 4.13(토) 교회 오전 9시 20분, 

야탑역 9시 30분 출발

·장소 : 국립수목원

·문의 : 총무 김성덕 집사(010-3825-6976)

금요찬양예배



05 교회소식

블레싱 서밋

2019년 도서 기증 및 교환전

할렐루야도서관에서는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지식에 도움이 되었던 도서들을 
기증 및 교환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기증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도서 기증 및 교환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

■

■

■

 일시 : 4.7(주일), 14(주일), 21(주일) 오전 9시-오후 1시 30분
         4.7(주일) 도서 기증 및 도서 교환권 배부
         4.14(주일) 도서 기증 및 도서 교환권 배부, 도서 교환
         4.21(주일) 도서 교환
         ※ 도서 교환권은 기증도서 1권당 1장, 최대 2장까지 증정되며, 
            기증도서는 권수 제한이 없습니다.
 장소 : 교회 2층 도서관 앞
 대상 도서 

   - 신앙도서 및 권장 일반도서(국문) 
   - 도서관 비치 및 외부기증을 위한 깨끗한 책
 기증 도서 활용 방안

   - 성도 간의 도서 교환 / 도서관 비치 / 농어촌 교회 및 해외 선교사 기증
 기증 제한 도서

   - 교회 성도 간 공유하기 어려운 내용의 책 / 발행한지 10년 이상 된 책
   - 밑줄, 파본, 변색되거나 외관이 불량한 책 / 잡지, 소책자, 교재는 불가
 문의 : 팀장 심정규 안수집사(010-9151-4279) 



101

203

230

322새가족교육실

소예배실

대치선교관

본 당

(주일) 오전 11:00 
* 매월5번째 주는 쉽니다

(월)-(금) 오전 5:30

(월)-(금) 오전 5:30

(화) 오전 10:00

(주일) 1-4부 예배 시

111
110
102
110
108
101
108

201
201
421
101
111

소예배실
유아부실
소예배실
소예배실
소예배실
소예배실
소예배실
중 성 전
소예배실
소예배실
세미나실
소예배실
소예배실

오전  9:40/오전 11:40
오전  9:40/오전 11:40
오전  9:40/오전 11:40
오후  1:30
오전  9:40/오전 11:40
오전  9:40/오전 11:40
오후  1:30
오전  9:40
오전  9:40
오전  11:40
오전  11:40
오후  8:20(금)
오후  1:30

가

421

202

422

423

109

정기기도회 및 모임  >>>

201

101

439

500

202

소예배실

소예배실

비 전 홀

소예배실

(수)    낮 12:50

(목)  오전 10:15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1:30

뉴젠예배 >>>정기예배 >>>

본 당

본 당

본 당

본 당

중 성 전

본 당

세미나실

소예배실

세미나실

세미나실

사랑부실

06 교회안내

8, 8-1, 812, 50, 57, 60번 이용(야탑역 ③,④번 출구 앞 승차)

SK APT(종점) 앞 하차, 도보로 5분 소요

야탑역 하차(②번 출구 BYC 건물 하나은행 앞에서 셔틀버스 승차)

평일(화-목) 오전 9:10-오후 3:10(15분 간격)
            오후 3:40-4:40(30분 간격), 막차 5:20
       (금) 오전 9:10-오후 4:40(30분 간격), 막차 5:20
       (토) 오전 9:10-오후 4:10(15분 간격)

※ 점심시간 (낮 12:00-13:00)은 운행하지 않으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시

1부 6:40, 7:00-8:00(10분 간격)

오전 8:45, 9:10부터(15분 간격)

오후 7:00-8:00(15분 간격), 막차 8:20

오전  8:00

오전  9:40

오전  11:40

오후  1:30

오전  10:20(수)

오후  8:10(금)

오후  2:00

오전  11:40

오전  11:30

오후  1:00

오전  9:40 

매월 셋째(금) 오후 10:30 

테크노파크 C동 셔틀 6:45-8:00, 8:50-9:50, 10:50-11:50, 
12:50-13:40, 14:40-15:30(시간 내 수시운행)

할렐루야교회 오시는 길  

김승욱 담임목사

김상복 원로목사

▷ 시내버스 : 

▷ 지 하 철 : 

▷ 셔틀버스 : 

주일예배 

수요초청예배

금요부흥회 

예배와 기도회 안내

새벽기도회(분당)

새벽기도회(대치)

화 요 중 보 기 도 회

주일예배중보기도회

새 가 족 교 육

영 아 부
유 아 부
유 치 부
유아유치부 플러스
초  등  1 부
초  등  2 부
초 등 부  플 러 스
중 등 부
고 등 부
중고등부 플러스
어린이 영어예배
어 와 나
어린이 전도폭발

주 일 1 부 예 배

주 일 2 부 예 배

주 일 3 부 예 배

수 요 초 청 예 배

금 요 부 흥 회

영 어 예 배

일 어 예 배

중 국 어 예 배

러 시 아 어 예 배

사 랑 부

주일4부 뉴웨이브예배

교구연합전도대

뉴시즌목요예배

뉴웨이브철야기도회

해외선교중보기도회

북한선교중보기도회

시간(주일) 장소 호실예배시간(주일) 장소 호실예배

시간(요일) 장소 호실구분 시간(요일) 장소 호실구분

2부 8:20, 8:40, 9:00-9:40(10분 간격), 10:00-10:40(20분 간격)
3부 10:50-11:40(10분 간격), 12:00-12:40(20분 간격)
4부 12:50-13:40(10분 간격), 14:00-15:00(20분 간격), 

15:10-15:30(10분 간격)/ 15:50-17:10(20분 간격), 17:25
야탑고등학교
테크노파크 버스종점
8,8-1, 812, 50, 57, 60번

할렐루야교회 홈페이지(www.hcc.or.kr)와 www.c3tv.com 및 www.cts.tv에서 김승욱 목사님의 지난 설교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CTS TV ‘성령의 새바람’(토) 오후 5:00           ·극동방송(1188KHz) ‘진리의 말씀’ (주일) 오후 2:00
·Good TV ‘Vision 설교’ (토) 오후 2:30           ·CBS TV ‘TV 강단’ (주일) 오전 5:00

0

·CTS TV ‘오늘의 양식’ (매일) 오전 4:20 ·블로그 http://sbdavidkim.blog.me

방송설교 프로그램 안내



더러운 것을 씻는 행위는 씻으시는 동안

더러운 것의 역겨움 자체보다 당신의 아들이 더럽혀집니다. 

더럽혀진 대상을 향한 애정에
그래도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씻으십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흰 눈보다 더 희어지도록더럽혀진 대상은
씻으십니다.그 허물과 함께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씻어내느라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형상이 비추일 때까지

씻으십니다. 더러운 것을 씻는 수고는

더럽혀진 대상이 소중할 때만 행해지는
아들의 피가 다 쏟아집니다.마음의 행위입니다.

아들이 허물이 됩니다.깨끗해질 때까지 씻기 위해

씻는 이의 손이 더럽혀져도
그를 버려야 합니다. 

기꺼이 감수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래도나의 죄를 씻으신
씻으십니다. 아버지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는나를 더럽힌 죄를 향한 분노보다,
죄악의 추악함 속에 갇혀버린내게 물으셔야 할 그 죄의 대가보다,
당신의 형상을 찾아더럽혀진 나를 향한 사랑이
온 땅을 두루 다니신다 하십니다. 더 진했습니다. 

그 어떤 허물도 씻어낼 수 있는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들의 보혈을 보듬어 안고추악하고 냄새나는 더러움이었지만

그 허물과 함께 나를 버릴 수가
씻으시고 안아주실

없으셨습니다. 
죄인을 찾아

그래서
땅 끝까지 가실 거라 하십니다..씻어주시기로 계획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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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혈”

-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

07 목자의 마음

 김종선 사모

‘목자의 마음’은 담임목사가 교회에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온 교우와 함께 나누는 사랑과 위로의 말씀, 권면과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그의 능력을 믿습니다!

시편 73:21-28

- 김종선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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