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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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Paid it All (이세상 험하고)
2)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3) 예수 열방의 소망
4) 날 구원 하신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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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통독반

일 1:30pm

Joel Pak 전도사
“에벤에셀 하나님” by 연합찬양팀
교육부 설교

“Grateful Heart” 1 Chr 16:28-34 by David Kim 전도사

권태산 목사
특별 간증
Testimony

정연자 집사 (실로암 목장)

시50:23
11/21/21

11/28/21

12/05/21

Joel Pak 전도사

강용중 간사

강용중 간사

하마합, 갈렙

실로암

Trinity, 달란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감사”
권태산 목사
감사해 시험이 닥쳐 올 때에

권태산 목사
중보기도 담당
1부

김창기 안수집사, 권호선 사모

2부

정우현 집사, 정연자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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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 어린 시절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에 항상 흰
백설기를 나누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하면 살짝 추운 날씨에 김이
모락 모락 피어오르는 백설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지금은 어린시절 다니던
2부 (오전 11:00)
교회에서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릴쩍 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각자의 추수감사절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우리 추억들의 공통점은 모두
풍성하고 넉넉하고 그야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수감사절만 같아라~!”일 것입니다.

2. 추 수 감 사 주 일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팬더믹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맘껏 올려드릴 수 있는 특별한 추수감사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총 회 소 집 공 고
* 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2021년 11월 21일 예배후
* 장소: 예배실
* 안건: 헌장개정안 (개정내용은 게시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침 례 광 고
*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이나 목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새 벽 기 도

절기는 우리에게 많은 좋은 추억을 남겨주지만 실은 반드시 잊지말아야 할 가르침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를 지킬것을 율법으로 주셨는데 절기 대부분은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감사를 가르치셨을까요?
감사의 유익은 말로 다 할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특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감사의 선포와 고백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되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전문
병원으로 알려져있는 M.D Anderson 암전문 병원 종신교수 출신인 김의신 박사는
찬양과 감사가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살해 세포” 수치를 1000배나 높인다고 말합니다.
일반인이 아닌 전문의의 말이니 분명 허언이 아닐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마치 마중물
같아서 더 많은 감사를 끌어내고 만들어냅니다. 마치 한 마디 불평이 더 많은 불평과
2부 (오전 11:00)
불만을 끌어내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조건이고 감사는 불행을
잠재우고 저지시키는 큰 무기입니다.

* 추수감사절 당일 (11/25)에는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 초원모임 및 수요제자 훈련 방학
* 목자들의 모임인 초원모임은 12월15(수) -1월12일(수)까지 방학 후 1월19일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목장의 방학은 각 목장의 형편에 따라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제자 훈련은 12월
1일 종강후 1월19일에 새로 개강할 예정입니다.

7. 생 명 의 삶
* 구독하신 생명의 삶이 책값 & 운송 비용 인상으로 인해 $54에서 $64로 인상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인상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인상분 $10을
납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월 생명의 삶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무실로 오셔서 픽업
바랍니다.

8. 교 역 자 동 정
*이기설 목사님께서 이디오피아 신학교 강의와 사역을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12월 셋째주까지
사역하실 예정이오니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감사는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질의 것입니다. 흔히들 감사는
저절로 나올것으로 생각하거나 성품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잘 할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평소에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감사를 잘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한주간
동안 감사를 실컷 연습하고 맘껏 훈련해서 부족한 감사를 메꾸신다면 삶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은 이 시대에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교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