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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배 안내

주일예배 1부 8:30 am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 한국어
2부 11:00 am 찬양과 말씀의 충만한 예배 / 한국어 (온라인 & 대면)

주일학교 주일: 11:00 am

EM & YM 11:00 am

중고등부 주일: 11:00 am

열정이 넘치는 예배 / 영어

새벽 기도회

화 - 토 6:00 am

유치 &유초등부 수 7:30 pm (Online)

목자모임

수 8:00 pm

중고등부 금요모임

* 펜데믹 상황 동안 1부 주일 예배는 없습니다.
장년부 성경모임

예배순서
1) 이 세상 험하고
2) 나를 사랑하는주님
3) 주예수 내 맘에 들어와
4) 슬픈마음있는자
5)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수요 제자 훈련 수 7:00 pm
청년부 (Compass) 토 6:00 pm (Y100)

성경통독반

일 1:30pm

황의정 집사
수화 찬양 -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임제인, 황경숙. 황정희

권태산 목사
권태산 목사

행 17:22-27
10/31/21

11/07/21

11/14/21

황의정 집사

고광조 집사

황평강 안수집사

목장 피크닉 주일

드보라, 감사

열매, 우리목장

사도행전#66- “신의 한 수!”
권태산 목사
오직 예수 뿐이네

권태산 목사
중보기도 담당
1부

김창기 안수집사, 권호선 사모

2부

서재학 장로, 서영숙 권사

태산이 높다하되..

1. 환 영 합 니 다
*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시간과 마음” 즉 “생명을 드림”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2. 제 직 회 공 고
* 오늘 예배 후 1:30분에 친교실에서 제직회가 있습니다. 제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헌장개정, 기타

3. 2021 Fall Family Festival
* 2021 교육부 Family Fall Festival
일시: 10/31 5:30pm 친교실
* 친교실에 모든 교인들이 사진을 찍으실 수 있도록 포토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화된 사진은 11/7 예배 후 전달됩니다

4. 목장 피크닉 주일
* 매주 5번째 주일은 목장별 피크닉 주일입니다. 목장별로 준비한 점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새가족들과 목장에 속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음식 또한 준비되어있으니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5. 바이블 아카데미
* 바이블 아카데미가 다음 주일 1:30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미리 “역대상하”를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6. 팀장 워크샵
* 2021년을 정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팀장 워크샵이 11/6일 토요일 오전 6:00 - 오후 5:00
까지 있습니다. 워크샵이 진행되는 동안 2021년 사역 정리와 2022년 예산안을 작성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미리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써머타임 해제
* 다음 주일은 써머타임이 해제되는 첫날입니다. 시계를 한시간 앞으로 돌리시고 예배 시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벽 2시를 1시로)

8.11월 생명의 삶
* 11 월달 생명의 삶이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실로 오셔서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9. 목회자 동정
* 문현준 목사님 휴가 (11/4 - 11/12)

10. 선 교 지 소 식
* 몽골의 이성칠 선교사님으로 부터 온 편지를 간지로 넣었습니다.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더니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웨일스 부흥운동은 1905년 인도 카시아, 1906년의 엘에이 다운타운 아주사 부흥운동,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2부 (오전 11:00)
특히1906년 LA 다운타운의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성령 부흥운동은 1931년까지
미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LA는 아주사 성령운동,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
네비게이토와 ccc가 태동한 ucla 캠퍼스 운동 등 미국을 깨운 수많은 영적운동의
진원지입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은 “이반 로버츠”라는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어느 날 로버츠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웨일즈에 부흥을 보내실 것이며, 10
만명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해 수요일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밤에 성령께서 설교를 듣던
17명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 주셨습니다. 그의 설교는 바로 “회개하고 회개한대로
순종”하자는 간단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부흥의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주사, 평양
대부흥운동도
2부 (오전 11:00)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 공식입니다. 살면서 정말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진정한 회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목장 모임을 시작할 때 회개부터 시작하십시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영적인 모임에서는
회개를 먼저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서로 자신의 잘못과 죄를 꺼내 놓고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자주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욥처럼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한다면 회개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만큼 회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우리
교회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