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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선교관
중보기도실

오늘의양식

2020. 3. 8. (No.2020-10)

오직 성령으로
(스가랴 4:6)

But by the Spirit of God But by the Spirit of God 

4부 뉴웨이브예배3부 예배2부 예배1부 예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읍시다”
 (민 6:22-27)

김 승 욱 담임목사

주 중 예 배(온라인예배)

수요초청예배 (오전 10:20) 금요부흥회 (오후 8:10)

헌신 

외 국 어 예 배(온라인예배)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김상복 원로목사
‘오늘의 양식’ 유튜브 채널

경배와 찬양(15분 전 시작)

영광송

허문영 장로

특송 : 김용화, 임에스더

* 이번 주일(3.8) 외국어예배는 따로 모임이 없으며 
할렐루야교회 온라인예배(홈페이지, 유튜브)로 대신합니다. 

주 일 예 배(온라인예배)

설교：이철규 목사 / 계 1:12-20

“예수님이 붙드십니다”

(유튜브 채널, 카카오톡)

3.13(금) 금요부흥회는
말씀과 기도 영상 메시지로 대신합니다

유장옥 목사

(https://www.youtube.com/user/odbkorea)

40th Anniversary 

(오전 8:00) (오전 9:40) (오전 11:40) (오후 1:30)
본당 ▶

찬송

설교

기도

찬송

예배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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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00)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할렐루야교회 안내문(2) 

1. 교회 주요 알림
ㅇ

ㅇ

(1) 정기당회
·일시 : 3.8(오늘) 오전 9시 30분
·장소 : 201호

2. 각 부서 알림 
ㅇ

(1) 교회 도서관 이용 안내
도서관 휴관 기간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재개관 날짜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휴관 기간 동안 반납 예정인 도서는 자동으로 반납 
연기되오니, 효율적인 도서 관리를 위해 반납함에 넣지 
마시고, 재개관 이후 도서관 프런트데스크에 직접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故 문영배 집사(지점분 성도 시부) 3.5 - 6교구

(2) 신은진 성도 부친(이소형 성도 장인) 3.5 - 5교구

환 영 

알 림 

소 천

1. 3월 8일 주일예배는 할렐루야교회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배(현장예배 없음)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시간은 기존 예배시간과 동일합니다. 

   * 예배시간 안내 - 1부 08:00 / 2부 09:40 / 3부 11:40 / 4부 13:30

   * 외국어예배는 따로 모임이 없으며 할렐루야교회 온라인 예배로 대신합니다. 

2. 뉴젠 주일학교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9시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부모님들에게 예배 영상 링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 3월 9일(월)-13일(금) 주중 예배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1)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방송되는 오늘의 양식(김상복 원로목사)으로 대신합니다. 

     방송은 매일 새벽 5시에 오늘의 양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 됩니다. 

      * 오늘의 양식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ser/odbkorea

   2) 화요중보기도 및 모든 기도 모임 - 매일 저녁 8시에 김승욱 담임목사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3) 수요초청예배(3월 11일) - 수요일 오전 10시 20분에 온라인 생방송 예배(현장예배 없음)로 드립니다.

   4) 금요부흥회(3월 13일) - 김승욱 담임목사의 말씀과 기도 영상 메시지로 대신합니다. 

      기도 영상 메시지는 할렐루야교회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4. 교회의 모든 시설은 3월 14일(토)까지 출입을 제한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상황에 맞게 할렐루야교회는 예배 상황과 안내를 일주일 단위로 공지하겠습니다. 

      교회의 안내와 공지 내용을 홈페이지와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ㅇ

ㅇ

ㅇ

ㅇ

교회소식02 교회의 여러가지 일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참여합시다 

십 일 조 ·신한은행:100-030-135025 목적헌금 ·신한은행:100-030-135089
선교헌금 ·신한은행:100-034-188750
나눔헌금 ·신한은행:100-034-188791

선교헌금 ·국민은행:294501-04-097488감사헌금 ·신한은행:100-030-135040
김상복장학헌금 ·신한은행:100-025-611965

주일헌금 ·신한은행:100-034-188712 해외선교헌금 ·국민은행:294501-04-097516
(둘째주)
(넷째주)

할렐루야 복지재단·국민은행:9-0420-0420-69  / ·하나은행:477-910012-18004

< 온라인 헌금 시 동명이인 구분을 위하여 본인 성명과 배우자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꼭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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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낮 12:50
(목)   오전 10:15 
(화)   오후  8:00 
(금)   오후  7:00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1:30

뉴젠예배 >>>정기예배 >>>

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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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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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실

소예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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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부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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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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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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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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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c.or.kr)와 유튜브(youtube.com) 할렐루야교회 공식 채널                              을 통해서 
예배 생방송과 김승욱 목사의 지난 설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CTS TV ‘성령의 새바람’매월 둘째·넷째(수) 오전 6:30
·Good TV ‘Vision 설교’(토) 오후 2:30
·CBS TV ‘TV 강단’(주일) 오전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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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구연합전도대
뉴시즌목요예배
뉴웨이브화요기도회
장 로 기 도 회
해외선교중보기도회
북한선교중보기도회

김승욱 담임목사 김상복 원로목사

할렐루야교회 오시는 길(야탑역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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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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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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주일)시간(주일) 장소 호실예배장소 호실예배

시간(요일) 장소 호실구분 시간(요일) 장소 호실구분

방송설교 프로그램 안내



 김승욱 목사 드림

-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잃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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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는 더욱 성령 충만 하십시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결정
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결정만큼은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백 명의 성도만이 모인다고 할지
라도 주일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으로 지켜온 ‘주일 성수’
의 전통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을 위해 전통과 
원칙을 희생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 안식일 제도를 ‘희생’ 시키셨고, 굶주린 제자
들을 살리시기 위해 진설병(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빵) 제도를 ‘희생’ 시키셨습니다. 그 어떤 
전통이나 원칙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새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 장로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전쟁 때엔 도리어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전염병이 돌 때에는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우 단순한 논리이면서 동의 
하지 않을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며 보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일에도(3.8)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교회들과도 이 결정을 될 수 있으면 함께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성남 지역 성도님들의 혼란과 갈등을 최대한으로 줄여보려고 함께 힘써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루속히 호전되어 우리 모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합시다.

감사한 일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현장 예배가 이제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이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각 부서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뉴젠(주일학교)에서는 각 부서마다 
독특한 가정 예배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 지난주에 각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의 모습들을 각 부서의 교역자들을 통해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했던지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틀이 아닙니다. 아마 한국교회의 대다수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교회들은 온라인 사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에서도 온라인 사역을 위해 갑자기 뛰어들게 된 직원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사역을 통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더욱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을 소망해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주님의 소망으로 잘 견뎌
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ㅇ

ㅇ

ㅇ

ㅇ

ㅇ

ㅇ

“온라인 예배, 언제까지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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