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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6. 20.주 일 예 배 순
Sunday Worship Service

예배로 부르심  …………………………………………  시(Ps.) 121:1~2, 5~8  ………………………………………………………………………………   사회자
Invocation  Presider

찬송  …………………………………………………………………………………………  1장(통1장)  …………………………………………………………………………  다같이(일어서서)
Hymn Hymn No. 1 All Together(Please Stand)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일어서서)
Confession The Apostles’ Creed All Together(Please Stand)

찬송  …………………………………………………  1부:88장, 2·3·4부:393장, 6부:545장  ……………………………………………………………  다같이
Hymn   All Together

기도   …………………………………………………………………………………………………………………………………………………………………………………………………………………………………  기도자
Prayer  Prayer

성경봉독  ………………………………………………………………………………………………………………………………………………………………………………………………………………………   사회자
Scripture Reading    Presider

찬양  …………………………………………………………………………………………………………………………………………………………………………………………………………………………………  찬양대
Anthem    Choir

설교   …………………………………………………………………………………………………………………………………………………………………………………………………………………………………  설교자
Sermon    Preacher
  1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  이장균 목사
  A Person Who Is Good in the Sight of God  Rev. Janggyun Lee

 2·3·4부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  이영훈 목사
  They Will Fill All the World with Fruit Rev. Younghoon Lee  

  5부 팔랑귀  …………………………………………………………………………………………………………………………………………………………………………  강신호 목사 
  A Gullible Person    Rev. Shinho Kang

  6부 그 손이 회복된지라  ………………………………………………………………………………………………………………………………… 이연섭 목사 
  The Hand Was Completely Restored Rev. Yeonseop Lee 

  7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  …………………………………………………………………………………………………  정대섭 목사 
  A Life of Faith That Is Acceptable to God    Rev. Daeseop Jung         

기도와 결신 ………………………………………………………………………………………………………………………………………………………………………………………………………………  설교자
Prayer & Altar-Call    Preacher
헌금기도  ………………………………………………………………………………………………………………………………………………………………………………………………………………………  기도자
Offering  Prayer

찬송  …………………………………………………………………………………  주기도문(635장)  …………………………………………………………………  다같이(일어서서)
Hymn The Lord’s Prayer All Together(Please Stand)

축도   …………………………………………………………………………………………………………………………………………………………………………………………………………………………………  설교자
Benediction  Preacher

광고   …………………………………………………………………………………………………………………………………………………………………………………………………………………………………   사회자
Announcements  Presider

 (통88장)        (통447장)         (통344장)

창(Ge.) 1:27~31

삼상(1Sa.) 10:17~21

히(Heb.) 11:1~2

1 부

5부

7부

사(Isa.) 27:2~6

눅(Lk.) 6:6~11

2·3·4부

6부



  

오늘의 말씀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지어다 나 야훼는 포도원지

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

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

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

리로다…”          (이하줄임)  

(사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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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효 영

송 승 준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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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

사   회

전 광 규

박 태 현

진 태 한

조 용 철

박 하 은

김 종 남

유 재 호

안수집사

안수집사

안수집사

안수집사

성 도

안수집사

안수집사

헌금기도
1 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김상 영B

안 준 우

김순배B

김 상 균

김 재 경

황 호 욱

김영근 B

장로

장로

장로

장로

장로

장로

장로

대표기도
1 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목사

목사

목사

목사

목사

목사

목사

2021. 6. 26.토요예배순
Saturday Worship Service

사 회 / 김승만 목사 10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  시(Ps.) 119:33~38  ……………………………………………………  사회자

찬송  ……………………………………………………………… 457장(통510장)  …………………………………………………………  다같이

기도   ……………………………………………………………………………………………………………………………………………………… 김용연 장로

성경봉독  ………………………………………………… 약(Jas.) 2:18~22 ………………………………………………………  사회자

찬양  …………………………………………………………………………………………………………………………………………… 가브리엘 찬양대

설교  …………………………………………  야고보서(13):행함 없는 믿음(2) …………………………  김호성 목사

헌금기도  ………………………………………………………………………………………………………………………………   김일근 안수집사

금주의 찬양
Choir Anthem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주일1부

주일2부

주일3부

주일4부

주일5부

주일6부

베 다 니

베들레헴

예루살렘

나 사 렛

임마누엘

갈 릴 리

신 동 열

윤 의 중

민 인 기

김 호 식

이 수 범

이 철 행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

평안하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야 돌아봅니다

주 일 7 부

수 요 1 부

수 요 2 부

수 요 3 부

금요성령대망회

토요예배

미 가 엘

베데스다

시 온

호 산 나

겟세마네

가브리엘

강 내 우

김 정 규

김인 주

정 철 수

이 건 수

이용 중

시편 23편

그 사랑

주의 옷자락

내가 주께로

사슴이 시냇물을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2021. 6. 25.

사 회 / 이연섭 목사 20시 30분

기도   ……………………………………………………………………………………………………………………………………………………… 우상선 장로

성경봉독  ………………………………………………… 삿(Jdg.) 6:12~16  ……………………………………………………    사회자

찬양  …………………………………………………………………………………………………………………………………………    겟세마네 찬양대

설교  …………………………………………………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  ……………………………… 이장균 목사

금요성령대망회순
Friday Night Holy Spirit Prayer Meeting

2021. 6. 23.

사 회 / 1부 10시 30분 이대영 목사     2부 14시 신효영 목사    3부 19시 30분

수요예배순
<제71주년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기념 감사예배>

예배로 부르심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1·2부:351장(통389장) ………………………………………………   다같이

기도   …………………………………………………………  1. 김복도 장로  2. 김영석C 장로  3. 정만기 집사  

성경봉독  …………………… 1·2부:수(Jos.) 1:5~9, 3부:행(Ac.) 12:1~3  ……………………    사회자

찬양  ………………………………………… 1. 베데스다 찬양대  2. 시온 찬양대  3. 호산나 찬양대

설교  …………………………………………  강하고 담대하라  ……………………  1. 이영훈 목사  2. (스크린)

        ……………………………… 첫 순교자 야고보(James)  …………………………………………   3. 최진용 목사

헌금기도  ……………………………………………………………………  1. 이광범 안수집사  2. 채규덕 안수집사



2021. 6. 20.정기모임 안내
Meeting & Information

정기예배 � ����������������������������������������������������������������������������������������������������������������������������

주일 1·2·3·4·5부 예배�������������� 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1시, 2시 40분������������������������������������������������������������ �대성전

주일 6·7부(저녁) 예배�� ����������� 오후 5시, 7시�� ���������������������������������������������������������������������������������� �대성전

수요말씀강해�� ������������������� 1부-오전 10시 30분, 2부-오후 2시� ���������������������������������������������������� �대성전, 바울성전

수요 3부 예배��������������������� 오후 7시 30분���������������������������������������������������������������������������������� �바울성전

토요예배�� ����������������������� 오전 10시 30분��������������������������������������������������������������������������������� �바울성전

금요성령대망회������������������� 오후 8시 30분������������������������������������������������������������������������������������ �대성전

새벽기도회����������������������� 1부-오전 5시(토요일은 오전 6시), 2부(청년)-오전 6시(월~금), 3부-오전 7시� ����� 대성전(바울성전), 베들레헴성전,예루살렘성전

교회학교 예배  ��������������������������������������������������������������������������������������������������������������������

새싹교구 유치마을���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세계선교센터 1층 샬롬성전

유년교구 길마을���������������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 ���제2교육관 3층 사무엘성전

진리마을 �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 제2교육관 3층 사무엘성전���

생명마을 �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 제2교육관 3층 사무엘성전���

초등교구 길마을���������������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 ���제2교육관 4층 요한성전

진리마을 �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 ���제2교육관 4층 요한성전

생명마을 �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제2교육관 4층 요한성전

중등교구 길마을���������������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 ���제2교육관 5층 디모데성전

진리마을 � ����������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 ���������������������������������������������������������제2교육관 5층 디모데성전

생명마을 �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제2교육관 5층 베드로성전

고등교구 빛마을 �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세계선교센터 2층 시온성전

소금마을 � ���������� 주일예배 오전 9시 ����������������������������������������������������������������비전센터 6층 브니엘성전

대학청년 및 장년대교구예배  � �������������������������������������������������������������������������������������������������

프뉴마(성령)선교회 � ������������� �주일 5부 예배, 금요철야 오후 8시 ������������������������������������������������������ ��대성전, 바울성전

가스펠(복음)선교회 � ������������� �주일 5부 예배, 금요철야 오후 8시 25분 �����������������������������������대성전, 제2교육관 11층 세미나실

카리스(은혜)선교회 � ������������� �주일 5부 예배, 금요철야 오후 8시 30분 ��������������������������������������������� �대성전, 예루살렘성전

CAM대학선교회 � ���������������� �주일 5부 예배, 금요철야 오후 8시, 매월 첫주 목요일 오후 7시 40분� �������대성전, 제2교육관 5층 베드로성전

장년대교구 � ��������������������� �주일예배 오후 1시 ����������������������������������������������������������������������������� �바울성전 

International Worship  ����������������������������������������������������������������������������������������������������������

English Sunday Worship � �� �Sunday 9:00 AM, Sunday 11:00 AM �����������2nd Education Building 6th Floor James Hall

English Friday Worship ����� �Friday 8:30 PM � ��������������������������� ���2nd Education Building 6th Floor James Hall

English Teen Ministry � ����� �Sunday 11:00 AM �������������������������������� ���2nd Education Building 10th Floor #1001

English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2nd Education Building 7th Floor Immanuel Chapel 

中文礼拜���������������������� �主日下午 2点 30分 ����������������������������������������������� ��第二教育馆 6楼 雅各圣殿
中文青年礼拜���������������� �星期五下午 8点 30分 �������������������������������������������� ��第二教育馆 10楼 1007号 
日本語 礼拝� ����������������� �主日 午後 1時����������������������������������������������������� �第2教育館 10階 1001号室
日本語 主日学校 ������������ �主日 午後 1時��������������������������������������������������������� �第2教育館 9階 5講義室
Ibadah Bahasa Indonesia���� �Hari Minggu, jam 11 pagi ���������������������� �2nd Education Building, lantai 10, #1007

Монгол цуглаан����������� �Ням гариг 2:30 �������������������������������� Жэ2 Кюү Юүг Гуан 10давхарт 1007тоот
Ministerio Hispano��������� �Domingos 3:00 PM �������������������� Edificio de Educación #2, Piso 7, Salón Emanuel

장애인 예배  �����������������������������������������������������������������������������������������������������������������������

장애인대교구 토요예배 �����������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대성전 지하1층 안디옥성전

장애인대교구 청각교구 ����������� �주일 오전 11시 � ��������������������������������������������������������������� 제2교육관 7층 청각교구실



생명의 말씀
The  Word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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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They Will Fill All the World with Fruit)

사(Isa.) 27:2~6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주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

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아름다운 포도원 (A fruitful vineyard)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포도원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라엘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사 5:2). 이스라엘이 하나님

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다시 하나

님께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

다.

2.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 (God who is a vineyard keeper)

포도원지기가 밤낮 수고하며 포도원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

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십니다(사 27:4). 태어날 때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사랑

으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십니다(사 46:3~4). 한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3.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God who makes us bear abundant fruit)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결국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사 27:6).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 

닙니다. 그 열매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믿음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 

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기대합니다.



교회소식
News Board

 1.  6월 셋째주 새벽예배-일시:6월 21일(월)~26일(토) 새벽 5시(토요일은 새벽6시) / 장소:대성전(토요일은 바울성전)   
설교:이영훈 목사(23일), 김호성 목사(22일, 24일~25일), 전형철 목사(21일), 김창수 목사(26일)

2.  기도원자체예배 평화통일 염원을 위한 예배(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적 현장예배) 
일자:6월 21일(월)~26일(토) / 장소:오산리기도원 예루살렘성전

3.  권사회 제25회 전국초교파 권사금식 연합예배 
일자:7월 1일(목)~2일(금) / 장소:오산리기도원 대성전 / 설교:이영훈 목사 외 / 문의 ☎ 02-6181-6742

4.  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직장선교회」 제35회 초교파 전국 직장인 및 청장년, 일반성도 초청 금식대연합예배 
일자:7월 6일(화)~8일(목) / 장소:오산리기도원 대성전 / 설교:이영훈 목사 외 / 문의 ☎ 02-783-5083

예 배

1.  교무국 찬양대교구 베들레헴 찬양대(주일2부) 대원 모집 
 자격:본 교회 1년 이상 출석, 물·성령 침례 받은 성도 / 문의 ☎ 02-6181-6704 

모 집

▣ 다음 주간(6/27, 6/30, 7/2, 7/3) 대표기도(장로)

구  분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주일예배(6/27) 명자훈 김지원 소중영 조영남 문동화 박성연 김영진

수요예배(6/30) 원용채 김택정 금요성령대망회(7/2) 이명주 토요성찬예배(7/3) 김한석

▣ 교회 대표전화 (주간) ☎ 02-6181-9191, (야간) ☎ 02-6181-9000∼3
▣ 의례팀(장례 상담 및 조화 신청 시간 07:00~20:00) ☎ 02-6181-6533

안 내

1.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가족 교육 및 새가족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 및 교회 모바일 앱으로 참여바랍니다.
2. 2021년 제2차 운영위원회-일시:6월 27일(주일) 오후 2시 20분 / 장소:벧엘성전(세계선교센터 7층)
3.  청장년국 비전브릿지 공동체 금요예배-일시:6월 25일(금) 오후 8시 / 장소:베드로성전(제2교육관 5층)
4.  국제신학연구원 “나의 감사 쓰기 2021” 캠페인-일자:7월 31일(토)까지 

참여방법:유튜브 채널 「이영훈 목사의 절대긍정TV」 시청 후 ‘나의 감사’ 내용을 담은 글(500자 이내)이나  
동영상(1분 이내)을 국제신학연구원 카카오톡채널로 전송 / 문의 ☎ 02-6181-7480, 7486

5.  복지사업국 사회복지상담센터 사무실 이전 안내-문의 ☎ 02-6181-7710 
장소:제1교육관 2층 / 상담시간:주일 오전 9시~오후 5시, 수요일 오후 12시~오후 5시

6.  교회성장연구소 ‘온라인 교회 세우기’ 
‘온라인 교회 건축’ 10,000개 교회 세우기 / 문의 ☎ 02-2036-7912

7. 온라인 헌금 방법 안내-문의 ☎ 02-6181-5730
 ※ 간편 결제 헌금서비스(교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헌금)
 ※ 온라인 송금(계좌이체)-송금 시 입금자+헌금고유번호+헌금종류를 기재하시면 정확한 헌금처리가 됩니다. 
  (ex:홍길동○○○○○○십) / 헌금종류는 십일조-십, 감사-감, 선교-선...등 앞자만 입력
8. ‘신앙계’ 7월호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신 후 성경공부용 및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및 교회내 취식을 금지해주시고, 발열 및 몸이 좋지 
않을시에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 모든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한 제한적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