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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여 일어나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어
(마 5:13-16)

주 일 예 배(온라인예배)
본당 ▶

1부 예배(오전 8:00)

2부 예배(오전 9:30)

예배부름

백명렬 목사

찬양

다함께

3부 예배(오전 11:30)

기도

이창주 장로

헌신

특송 : 김서연, 이정은

설교

김 승 욱 담임목사
“광복의 의미”
(갈라디아서 5:1, 출애굽기 19:6)
고요한 아침의 나라

찬송

찬송가 582장

성도의 노래

주찬집Ⅱ 170장

4부 뉴웨이브예배(오후 1:30)
사회

전필구 목사

선교적기도

다함께

찬양 축제

다함께

기도

권지홍 장로

설교

김 승 욱 담임목사
“광복의 의미”
(갈라디아서 5:1,
출애굽기 19:6)

결단의 시간

다함께

공동체나눔

다함께

외 국 어 예 배(온라인예배)
РусскоеБогослужение

English Worship

日本語礼拝

中国语礼拜

영어예배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러시아어예배

2:00 p.m
『Fulfilled in Christ Ⅴ』
Matt 5:38-42
Rev. Steve Chang

使徒信条:昇天(사도신경:승천)
『大丈夫!(괜찮아!)』
創 50:20(창세기 50:20)
崔禎玹 牧師

上午11:30
『思念上面的事』
歌罗西书 3:1-4
陈兵 牧师

После обеда 1:30
『Памятник благодати』
Иисуса Навина 4:1-9
Сон Укджонг

주 중 예 배(온라인예배)
매일의 묵상 (매일, 오전 5:30, 온라인)

수요초청예배 (오전 10:30)

금요영성집회 (오후 8:00)

느헤미야 6 – 느헤미야 12

기 도 유미라 권사
찬 양 이제야 돌아봅니다
설 교 장영준 목사 / 사사기 3:26-31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고난 앞에서 기뻐하는 성도”
(야고보서 1:2-8)
설교 : 신선호 목사(경배와 찬양 담당)

◆ 할렐루야교회 유튜브 채널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１３５０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야탑동 132번지)
368 Yatap-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09 Rep.of Korea
대표전화 ·031)780-9500 목회실·031)780-9507 대치선교관·002)555-9955 오늘의양식·031)780-9565
FAX ·031)780-9595 FAX·031)780-9506 중보기도실·031)780-9720
http://www.hcc.or.kr

webmaster@hcc.or.kr

원로목사

김 상 복

담임목사

김 승 욱

Senior Pastor. Daniel Sung Wook Kim

01 교회소식

교회의 여러가지 일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참여합시다

환 영
1.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
름으로 축복합니다.
2.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동참해주
시기 바랍니다.
알 림

● 다음 주일(8.22) 주요행사
·나눔주일

결 혼

아래의 결혼식 광고는 개별적으로 초대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ㅇ

1. 교회 주요 알림
ㅇ

(1) 새가족 안내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을 주시
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
니다.
·문의 : 새가족팀장 장영식 안수집사
(010-6344-5800)
홈페이지(www.hcc.or.kr 접속 후 하단 배너
새가족 등록신청 클릭)

(1) 이서연 양(5교구 이용흥 안수집사, 박정선 권사
장녀)과 김우진 군
·일시 : 8.28(토) 오후 3시
·장소 : 호텔 프리마 그랜드볼룸
(7호선 청담역 13번 출구)

할렐루야교회 예배 및 시설 이용 안내 - 2021.8.15.(주일)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정규예배에 한하여
참여 인원 99명까지 대면예배가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8월 18일(수)부터 주중 정규예배인 수요초청예배와 금요영성집회에 한하여 대면예배를 부분 재개합니다.
1. 정규예배 안내
ㅇ

1) 주일예배 - 모든 주일예배는 기존의 예배 시간대로 온라인 비대면예배(현장예배 없음)로만 드립니다.
* 주일 예배시간 안내 1부 08:00 / 2부 09:30 / 3부 11:30 / 4부(뉴웨이브) 13:30
ㅇ

2) 새벽기도회, 화요중보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업로드되는 ‘매일의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ㅇ

3) 수요초청예배 - 8월 18일(수)부터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본당, 중성전, 체육관에서
각 장소당 10%(최대 99명)로 인원을 제한하여 현장 대면예배를 재개합니다.
ㅇ

4) 금요영성집회 - 8월 20일(금)부터 금요일 저녁 8시 / 본당, 중성전, 체육관에서
각 장소당 10%(최대 99명)로 제한하여 현장 대면예배를 재개합니다.
ㅇ

* 주중예배를 위한 지역 노선버스는 운행하지 않으며, 야탑역 셔틀버스만 운행합니다.
ㅇ

2. 뉴젠 주일학교 예배는 각 부서별로 온라인 비대면예배(현장예배 없음)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뉴젠 유튜브 채널이나 각 부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ㅇ

3. 교회의 모든 부대시설 운영을 잠정 중단하며 교회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ㅇ

ㅇ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이후의 자세한 공지 내용은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 (예금주 : 할렐루야교회)
·신한은행:100-030-135089
십 일 조 ·신한은행:100-030-135025 목적헌금
감사헌금 ·신한은행:100-030-135040 선교헌금 (둘째주) ·신한은행:100-034-188750
주일헌금 ·신한은행:100-034-188712 나눔헌금 (넷째주) ·신한은행:100-034-188791
할렐루야 복지재단 ·국민은행 : 9-0420-0420-69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할렐루야복지재단]
오늘의 양식 ·하나은행 : 114-890229-50605 [예금주 : (사)기독교할렐루야선교원]

김상복장학헌금 ·신한은행:100-025-611965
해외선교헌금 ·국민은행:294501-04-097516

< 온라인 헌금 시 동명이인 구분을 위하여 본인 성명과 배우자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꼭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02 교회소식
2021년 하반기 할렐루야 장학생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8.15(오늘)-9.12(주일) ■ 대상 : 고등학생, 대학생, 신학대학원생
■ 신청방법 : 신청서, 추천서 등 제출서류를 복지공동체(225-1호) 나눔팀에 제출
* 제출서류 목록과 양식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또는 복지공동체(225-1) 나눔팀에서 배부
■ 신청자격
- 일반 : 본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출석하고 있는 학생으로 교회봉사자를 원칙으로 하되 선발 시
소득 수준을 고려함
- 선교 : 본 교회 파송선교사 자녀, 선교가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
- 특별 : 본 교회학교 부서담당 목회자 또는 소속 교구의 교구장이 특별한 사유로 추천한 학생
- 자격제한 : 타 장학금을 50%이상 받지 않아야 하고 2년을 초과하여 할렐루야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문의 : 나눔팀 총무 박순범 집사(010-9918-5023)

2021 SPIRIT POWER 전국청소년연합수련회

제16회 전국청소년연합수련회

주최 할렐루야교회

협력 번개탄TV

03 목자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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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며 함께 인식해야 할 이슈 -

이번 광복절은 주일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76년 전 이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만
자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자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세계무대에
자랑스럽게 우뚝 서 있고 또한 한국교회가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
졌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
적인 자유도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독립투사의 희생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었기에 해방의
날이 온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타협을 택하지 않고
감옥살이를, 더 나아가서는 순교를 택하였습니다. 백석대학교의 주도홍 교수님은 3.1운동으로
19,525명이 수감되었는데, 그중 기독교인은 3,426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항상 있는 것처럼 생각
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팬데믹이 터지기 전, 홍콩 시민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정부와 싸웠습니다.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투항했던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앞장섰고 교회들이 움직였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였는데 막상 그 자유를 잃으니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홍콩은 지금 자유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깨어있는 시민들은
점점 그곳을 떠나고 있고, 세계 공동체는 더이상 홍콩을 자유와 번영의 모델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유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사도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
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갈라디아서 5:1). 우리가 포로로 갇혀 있었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 때엔
힘 있는 누군가가 밖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기에
우리에겐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지키는 일은 그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광복절은 이날의 가치를 묵상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날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하겠고, 동시에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이 값진 자유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한 커뮤니티를 섬기는,

김승욱 목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