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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1.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2.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3. 성령의 능력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3. 성령의 능력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

◈ 2021 표어 ◈◈ 2021 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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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24. 주 일 예 배 순
Sunday Worship Service

예배로 부르심  …………………………………………………… 시(Ps.) 1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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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장, 2·3·4부:490장, 6부:570장  ……………………………………………………………  다같이
Hymn   All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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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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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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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  설교자
Sermon    Preacher
    1부  하나님만 의지하라  ……………………………………………………………………………………………………………………………………  이장균 목사
    Rely on God Alone   Rev. Janggyun Lee

  2·3·4부  천국과 재림의 복음 (오중복음Ⅳ)  ……………………………………………………………………………………  이영훈 목사
  The Gospel of Heaven and the Second Coming  Rev. Younghoon Lee
   (Fivefold Gospel Ⅳ)   

    5부  하나님만 바라보라!  …………………………………………………………………………………………………………………………………  강신호 목사 
  Behold God Alone!   Rev. Shinho Kang

    6부   믿는다면 맡겨라!  ……………………………………………………………………………………………………………………………………………  이철 목사 
  If You Believe in God, Entrust Him!  Rev. Cheol Lee

    7부  예수님과 나  ………………………………………………………………………………………………………………………………………………………  백근배 목사 
  Jesus and I    Rev. Keunbae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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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395장)        (통542장)         (통453장)

미(Mic.) 4:5

미(Mic.) 7:5~7

눅(Lk.) 9:37~43

1 부

5부

7부

요(Jn.) 11:25~26

시(Ps.) 23:1~6

2·3·4부

6부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

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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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11:00

13:00

14:40

17:00

19:00

홍 형 기

성 영 목

김 한 경

권 일 두

권 성 민

박 찬 대

김 정 은

1 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사   회

오 기 한

양 기 진

조 을 호

이 충 훈

백 지 연

김 주 환

이 석 균

안수집사

안수집사

안수집사

안수집사

성 도

안수집사

안수집사

헌금기도
1 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이종 윤B

박 주 병

차 주 덕

김 명 기

이 순 열

임 임 택

최 근 남

장로

장로

장로

장로

장로

장로

장로

대표기도
1 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목사

목사

목사

목사

목사

목사

전도사

2021. 10. 30.토요예배순
Saturday Worship Service

사 회 / 김도훈 목사 10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  시(Ps.) 51:10~13  ………………………………………………………  사회자

찬송  ……………………………………………………………  500장(통258장) …………………………………………………………  다같이

기도   ……………………………………………………………………………………………………………………………………………………… 이장신 장로

성경봉독  ………………………………………………… 약(Jas.) 5:19~20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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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  야고보서(27):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  ……  김호성 목사

헌금기도  ………………………………………………………………………………………………………………………………   임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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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23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내 삶의 이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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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인 주

정 철 수

이 건 수

이 용 중

참 좋으신 주님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십자가의 전달자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2021. 10. 29.

사 회 / 김형건 목사 20시 30분

기도   ……………………………………………………………………………………………………………………………………………………… 김철웅 장로

성경봉독  ……………………………………………………… 요(Jn.) 14:27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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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 근심하지 말고 안심하라  ………………………………… 이장균 목사

금요성령대망회순
Friday Night Holy Spirit Prayer Meeting

2021. 10. 27.

사 회 / 1부 10시 30분 허원호 목사     2부 14시 이성광 목사    3부 19시 30분

수요말씀강해순
Wednesday Bible Exposition Service

예배로 부르심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1부:279장(통337장), 2부:588장(통307장) ………………………   다같이
기도   …………………………………………………………………………………………………  1. 신봉순 장로  2. 이영길B 장로    
성경봉독  ………  1부:삼하(2Sa.) 12:1~31, 2부:눅(Lk.) 12:22~32, 3부:창(Ge.) 3:1~6  ………    사회자
찬양  ………………………………………… 1. 베데스다 찬양대  2. 시온 찬양대  3. 호산나 찬양대
설교  …………………………  하나님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   1.  이영훈 목사  
                ……………………………………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  2. 김한경 목사
               …………………………………… 에덴동산에서 생긴 일  ……………………………………  3. 한사무엘A 목사
헌금기도  ……………………………………………………………………  1. 이성복 안수집사  2. 김원희 안수집사



2021. 10. 24. 정기모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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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2·3·4·5·6·7부 예배�� �������� 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1시, 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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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마을���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제2교육관 1층 사랑성전

유아마을���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제1교육관 3층 요셉성전

유치마을 �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 제2교육관 2층 행복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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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9시 ���������������������������������������������������������������제2교육관 5층 디모데성전

진리마을 � ���������� 주일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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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성령대망회 오후 8시 ������������������������������������������������ ��대성전, 바울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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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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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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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년대교구 � ��������������������� �주일예배 오후 1시, 금요성령대망회 오후 8시 30분 �����������������������������������������바울성전, 대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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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24. 

천국과 재림의 복음 (오중복음Ⅳ)
(The Gospel of Heaven and the Second Coming [Fivefold Gospel Ⅳ])

요(Jn.) 11:25~26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며, 죽음 이후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
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불이 타오르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죽음과 부활(Death and the resurrection)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자 영원한 세계에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는 것을 잠
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영과 육이 분리되어 영은 바로 천국에 가고 육
신은 세상에 잠들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잠자고 있던 자들이 영과 육이 하나 된 영화
로운 몸으로 부활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잠들
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
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1:25~26).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
에 홀연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며,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2.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 (Heaven prepared for us)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미리 
예비하시기 위해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를 데
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2~3).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 노릇 하
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땅끝까지 힘써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예수님의 재림 (The second coming of Jesus)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변화된 모습으
로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살전 4:16~17).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지
나가는 나그네로 머무는 곳이기에,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같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서로 ‘마라나타(주여 오시옵소서)’라
고 인사했습니다. 또한 초기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여러 고난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던 
것도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
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News Board

 1.  10월 넷째주 새벽예배 -일시:10월 25일(월)~30일(토) 새벽 5시(토요일은 새벽6시) 

설교:이영훈 목사(27일), 배삼한 목사(25일~26일, 28일~29일), 이재하 목사(30일)

예 배

1.  국제신학연구원 제40회 마더스드림 온라인 세미나 참가자 모집-문의 ☎ 02-6181-7448, 5231 

모집일자:10월 17일(주일)~마감 시까지(선착순 마감) / 일자:11월 16일(화)~18일(목) 

2.  국제신학연구원 제31회 파더스드림 온·오프라인 세미나 참가자 모집-문의 ☎ 02-6181-7448 

모집일자:10월 24일(주일)~마감 시까지(선착순 마감) / 일자:11월 20일(토)~12월 18일(토) 매주 토요일  

3.  국제사역CGI 미국 ITS 신학대학원 한국어 온라인 과정 2022년 봄학기 신입생 모집-문의 ☎ 02-6181-6161 

모집일자:11월 15일(월)까지 / 모집과정:MATS., M.Div, Th.M, D.Min

모 집

▣ 다음 주간(10/31, 11/3, 11/5, 11/6) 대표기도(장로)

구  분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주일예배(10/31) 허문식 안경회 이천수A 정기호 이우돈 이종철B 현영옥

수요예배(11/3) 안병광 장태영 금요성령대망회(11/5) 이태언 토요성찬예배(11/6) 전종학

안 내

1.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가족 교육 및 새가족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 및 교회 모바일 앱으로 참여바랍니다.

2.  장로회 제18회 장로수련회-일시:10월 30일(토) 오전8시 / 장소:대성전 / 설교:이영훈 목사

3.  국제신학연구원 “나의 감사 쓰기 2021” 캠페인-문의 ☎ 02-6181-5217

  참여방법:「감사로 시작하는 365」 각 장 하단의 ‘나의 감사’를 작성, 작성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채널 

“국제신학연구원”으로 전송 / 유튜브 채널「이영훈 목사의 절대긍정TV」 시청 후 ‘나의 감사’ 내용을 담은 글(500자 

이내)이나 동영상(1분 이내)을 카카오톡채널 “국제신학연구원”으로 전송

4.  복지사업국 상담소 추계 지·구역장을 위한 상담세미나(온라인)-문의 ☎ 02-6181-9095

  일자:11월 4일(목)~6일(토) 오전 7시 업로드 / 대상:지·구역장 및 제직 / 방법:교회 홈페이지<나의 강의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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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앙계’ 11월호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신 후 성경공부 및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공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은 교구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OTT등 온라인으로도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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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