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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교회목표 ◈◈ 2022 교회목표 ◈
1.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1.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2. 십자가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2. 십자가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3.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교회3.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교회

◈ 2022 표어 ◈◈ 2022 표어 ◈
오직 성령으로오직 성령으로



  2022. 1. 16.주 일 예 배 순
Sunday Worship Service

예배로 부르심  ……………………………………………………  시(Ps.)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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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장, 2·3·4·6부:71장  ……………………………………………………………………………  다같이
Hymn   All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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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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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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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  설교자
Sermon    Preacher

    1부  우리가 옮겨야 할 것  ………………………………………………………………………………………………………………………………  이장균 목사
    What We Should Move   Rev. Janggyun Lee

  2·3·4부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  이영훈 목사
  Your Enemies Will Cower before You  Rev. Younghoon Lee  

    5부  하나님의 뜻이라면  …………………………………………………………………………………………………………………………………  강신호 목사 
  If It Is God’s Will   Rev. Shinho Kang

    6부   큰 용사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  홍형기 목사 
  A Mighty Warrior, Let God Work  Rev. Hyeonggi Hong

    7부  믿음 안에서 사는 삶  ……………………………………………………………………………………………………………………………  정대섭 목사 
  Living in Faith   Rev. Daeseop Jung  

기도와 결신 ………………………………………………………………………………………………………………………………………………………………………………………………………………  설교자
Prayer & Altar-Call    Preacher

헌금기도  ………………………………………………………………………………………………………………………………………………………………………………………………………………………  기도자
Offering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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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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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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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14장)          (통438장)

막(Mk.) 11:23~24

출(Ex.) 4:13~18

행(Ac.) 14:8~15, 19~22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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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

신(Dt.) 33:29

삿(Jdg.) 7:9

2·3·4부

6부



  

오늘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

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

을 밟으리로다” 

(신 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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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2.토요예배순
Saturday Worship Service

사 회 / 이용우B 목사 10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  시(Ps.) 103:17~22  ……………………………………………………  사회자

찬송  …………………………………………………………………  31장(통46장) ……………………………………………………………  다같이

기도   ……………………………………………………………………………………………………………………………………………………… 우동희 장로

성경봉독  ………………………………………………  요일(1Jn.) 2:15~17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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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  요한일서(9):지나가는 것, 영원한 것  …………………  김호성 목사

헌금기도  ………………………………………………………………………………………………………………………………   황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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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

천사의 합창

여호와는 위대하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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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먼동이 튼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목자는 사랑의 왕

구주를 생각만 해도

주와 함께 가리라

Sing! 찬양! 온 세상 만드신 주

2022. 1. 21.

사 회 / 강신호 목사 20시 30분

기도   ……………………………………………………………………………………………………………………………………………………… 탁상호 장로

성경봉독  ……………………………………………………  행(Ac.) 1:4~8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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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  오직 성령으로  …………………………………………… 이영훈 목사

금요성령대망회순
Friday Night Holy Spirit Prayer Meeting

2022. 1. 19.

사 회 / 1부 10시 30분 성영목 목사     2부 14시 장혜정 전도사    3부 19시 30분

수요말씀강해순
Wednesday Bible Exposi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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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  1·2부:570장(통453장) ………………………………………………   다같이

기도   ……………………………………………………………………………………………………… 1. 박흥열 장로  2. 오규록 장로    

성경봉독  ………………  1·2부:삼하(2Sa.) 20:1~26, 3부:창(Ge.) 18:11~15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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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   세바의 반역 ……………………………   1. 이영훈 목사  2. (스크린)  
                …………………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  3. 한사무엘A 목사

헌금기도  ……………………………………………………………………  1. 김광묵 안수집사  2. 김복현 안수집사



2022. 1. 1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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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성전), 베들레헴성전,예루살렘성전

교회학교예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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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브릿지공동체 ���������������� �주일 5부 예배, 금요성령대망회 오후 8시 ��������������������������������� �대성전, 비전센터 6층 브니엘성전

CAM대학선교회 � ���������������� �매월 2, 4주 목요일 오후 7시 40분 �����������������������������������������������������������제2교육관 8층 비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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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예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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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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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말씀
The  Word  of  Life

2022. 1. 16.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Your Enemies Will Cower before You)

신(Dt.) 33:29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백성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는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영혼을 살리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God’s people, Israel)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
람이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신 33:29a).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많거나 잘나서 택함
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습니
다. 신약시대 이후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동
일한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은 주 
안에서 범사가 잘되는 행복,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우리는 하
나님께서 주신 행복에 감사하며, 언제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2. 방패와 칼이 되시는 하나님 (God being our shield and our sword)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신 33:29b).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지날 때도 방
패와 칼이 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
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때, 자신을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
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방패와 칼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좋으
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찬송했습니다(시 28:7).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전
폭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3.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Blessings God has prepared)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십니다(신 33:29c). 하나님은 이스
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모두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
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
한한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러므로 문제를 당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행복한 사람
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News Board

1. 1월 셋째주 새벽예배-일시:1월 17일(월)~22일(토) 새벽 5시(토요일은 새벽6시) / 장소:대성전(토요일은 예루살렘성전) 

  설교:이영훈 목사(19일), 배삼한 목사(17일~18일, 20일~21일), 이상영 목사(22일)

2. 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2022년 실업인 신년축복예배-일시:1월 21일(금) 오후 6시 / 장소:대성전 / 설교:이영훈 목사

3. 복지사업국 순복음호스피스 2022년 신년축복성회-일시:1월 19일(수) 오후 12시 30분 / 장소:베들레헴성전

4. 전국교육자선교회 제79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온라인 동계수련회-일자:1월 17일(월)~18일(화) / 진행방법:온라인 ZOOM

5. 기도원 오산리 공원 묘지와 크리스천메모리얼파크 성묘 오시는 가족을 위한 설날 추모 기도회 

  일시:1월 30일(주일)~2월 2일(수) 오전 11시, 오후 3시 / 장소:기도원 예루살렘성전

예 배

1. 국제신학연구원 <교회와 담임목사님을 위한 3000 기도 용사> 모집

 자격:본 교회 1년 이상 출석, 물·성령 침례 받은 성도 / 문의 ☎ 02-6181-6704

모 집

안 내

1.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등록 및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정국 <기부금영수증>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아 e-mail 회신-문의 ☎ 02-6181-5730 

 일자:1월 30일(주일)까지 / 접수:교회 홈페이지(www.fgtv.com) 휴대폰 실명확인 인증 필수

3. 재정국 <기부금영수증> 창구 발급-문의 ☎ 02-6181-5730 

 일자:2월 27일(주일)까지 / 접수:대성전 1층 재정국 창구

4. 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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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

다. (ex:홍길동○○○○○○십) / 헌금종류는 십일조-십, 감사-감, 선교-선...등 앞자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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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간(1/23, 1/26, 1/28, 1/29) 대표기도(장로)

구  분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주일예배(1/23) 장일봉 윤도균 구자원 김양일 김신기 황호욱 조영담

수요예배(1/26) 이욱희 강길 금요성령대망회(1/28) 황정익 토요예배(1/29) 이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