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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뭐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다 함 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 4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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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FAX

목회실
FAX

대치선교관
중보기도실

오늘의양식

1부 이른예배(오전 7:30) 2부 예배(오전 9:00) 3부 예배(오전 11:00) 4부 뉴웨이브예배(오후 1:00)구분중성전 ▶ 본당 ▶

РусскоеБогослужениеРусскоеБогослужениеEnglish WorshipEnglish Worship 日本語礼拝日本語礼拝 中国语礼拜中国语礼拜
러시아어예배중국어예배일본어예배영어예배

금요부흥회 (오후 8:10, 본당)

02:00 p.m / ROOM 421
『Living by the Word II』

Matthew 4:5-7
Rev. Steve Chang

13:00/кабинет423(4 эт.)
『Оживи Словом Твоим!-2』

Псалтирь 118:33-40
Ким Джон Джин

수요초청예배 (오전 10:20, 중성전)

여호와의 품

上午11:00 / 422号室 
『真正认识耶稣基督吗？』

马可福音 1:1
崔银峻 传道士

특송 : 핸드벨
찬송가 364장

김 승 욱 담임목사 

“성결, 자유, 변화”

(출 20:18-21)

주찬집Ⅱ 133장보혈을 지나
주찬집Ⅱ 162장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기도 :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시 119:33-40)

午前 10:50 / 202 号室
『神様のビジョン』

創 45:3-13
南賢淑 宣教師

예수 우리 왕이여
주찬집Ⅱ 196장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이병수 목사
“인생, 하나님의 선물”

(전 9:1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시편  Psalm 119:33-40)

S t a n d i n g F i r m i n H i s W o r dS t a n d i n g F i r m i n H i s W o r d

안만기 목사
“푯대를 향한 
선택과 집중”
(빌 3:10-14)



주간중보기도제목01

목회일정 

2.23(토) 뉴젠 교사의 날

2.24(주일)-3.2(토) 새생명반 개강주간

2.27(수)-28(목) 새소명반 개강주간  

2.28(목)-3.1(금) 원코리아 넥스트 컨퍼런스 

3.2(토) 아깨모 개강

3.3(주일) 확신반 개강, 상반기 사랑방장 훈련 개강

3.3(주일)-9(토) 사랑방, 성경대학 개강주간

1.27(주일)-2.17(주일) New Wave 해외단기봉사

2.8(금) 금요찬양예배

2.10(주일) 선교주일, 정기당회

2.12(화)-15(금)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

2.15(금)-16(토) 초등2부 겨울수련회

2.16(토) 초등1부 겨울성경학교,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

2.22(금) 훈련사역 개강예배

1월

2월

3월

주일예배와 새가족 환영회를 위하여

뉴웨이브 해외단기봉사[1.27(주일)-2.17(주일)]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언론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를 위하여

불신자의 구원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온 맘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소서. 새로 등록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뿌리내리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외단기봉사를 떠나는 청년들을 보호하시고 필요에 맞게 사용하여 
주소서. 태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인도, T국과 E국 등에서 섬길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지역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소서. 
영적으로 척박한 지역일수록 성령님의 세밀한 간섭을 통해 영적 돌파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소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삶으로 드러
나고, 기도로 연결되게 하소서. 새벽기도회, 화요중보기도회, 금요부흥회 등에 많은 성도가 
참석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게 하시며 기도의 진보가 있게 하소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직장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학교에서 우리 사회를 살아갈 충분한 양분을 공급받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타적인 사랑으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용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방송, 신문 등 대한민국의 언론이,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며 정의의 편에서 진실을 왜곡
하지 않고 바르게 보도하게 하소서. 곳곳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언론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K팝과 드라마, 음식 등 전 세계로 보급되는 한류 문화가 복음의 
매개체로 활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를 통해 교회의 리더십이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며 통일의 기반이 조성되게 하시고 
미래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며,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탁월함을 통하여 새로운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통로가 되어 구원의 
은혜가 또 다른 영혼에 흐르게 하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영혼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찾아 천국을 소유하게 하소서.

1.27(주일)

28(월)

29(화)

30(수)

31(목)

2.1(금)

2(토)



(5) 2월 중 주일예배 대표기도, 헌금 담당

(6) 2월 중 수요초청예배 기도 담당
ㅇ

2. 각 부서 알림

(1) 설 명절용 떡, 한과 판매

권사회에서 명절을 맞이하여 한과, 떡국용 떡, 가래떡,

참기름, 들기름, 볶은 깨, 김 등을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시 : 1.27(오늘), 2.3(주일) 1부 예배 후-오후 3시

·장소 : 2층 권사회 데스크

·문의 : 권사회 회장 이현수 권사(010-6202-2033)

* 단체 주문은 사전 예약 받습니다.

(2) 2019 뉴웨이브 해외 단기 봉사팀 출정

·일시 : 1.27(오늘) - 2.9(토)

·국가 : 인도, 캄보디아, E국, T국, 태국, M국

(3) 2019년 마더와이즈 봄학기 등록 안내 「자유」편

마더와이즈의 목표는 진리로 여성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묵상과 중보기도, 멘토링을 통해 어머니

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기쁨을 회복

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복된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어머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개강 일시 : 3.21(목) 오전 10시

·모임 기간 : 3.21(목) - 5.23(목) 매주 목요일, 10주간

교회소식02 교회의 여러가지 일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참여합시다 

1.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예배 전에 성전 입구에 있는 안내석에서 방문카드를

작성하시고, 예배 후 새가족실로 오셔서 담당 목사

를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환 영 

알 림 

1. 교회 주요 알림

(1) 오늘은 나눔주일입니다

(2) 오늘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일시 : 1.27(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장소 : 201호

·대상 : 2018년 8월 - 2019년 1월에 등록한 새신자

(담임목사님과 사진 촬영 및 저녁 식사도 함께 

합니다)

·문의 : 총무 조용식 집사(010-5114-1537)

(3) 사무국 공지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1.28(월)-2.2(토)

체육관 사용이 전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설 연휴(2.3-2.6) 교회 시설 이용 안내

2.3(주일), 2.6(수)는 설 연휴로 카페(2층, 3층), 서점,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2층 식당은 2.3(주일)에만 운영합니다.

* 도서관 반납 도서는 출입구 앞 반납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적합한 섬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내 받으시려면 섬김안내센터 

상담실(2층 식당 입구 우측)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섬김 희망자 사역안내

성도님들께서 매주 기증하시는 사랑의 성미는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도님

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미함과 성미 

주머니는 3층 본당 입구 좌우측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성미 모음

헌금
(3층/4층)

1부 
이른예배 
기도

2.10
기도

2.24
기도

2.3

2.10

2.17

2.24

2부

3부

2부

3부

1부

2부

3부

4부

박준규 장로

강재식 안수집사

강호필 안수집사

권광섭 안수집사

허문영 장로

허종학 장로

김복윤 장로

김정원 장로

박준규 장로

허문영, 김복윤 장로 / 김진원 장로

허종학, 김정원 장로 / 윤정원 장로

송필형, 이창주 장로 / 서원영 장로

김정수b 권사

김인숙e 권사

문경숙 권사

오태영 권사

2.6

2.13

2.20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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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 :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

·등록 기간 : 1.27(오늘),2.10(주일) 선착순 마감 

* 2.3(주일)은 설 연휴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등록 장소 : 2층 식당 입구(2부 예배 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등록비 : 30,000원(교재비 12,000원 별도)

·주관 : 치유공동체 엘벧엘 가정사역팀

·문의 : 총무 김소양 집사(010-4842-1267)

(4) 문화선교사역 재능기부 강사모집

주님이 주신 재능을 이웃과 성도님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선교의 시작입니다. 2019년 

봄학기 문화강좌 강사님을 아래와 같이 초청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좌 기간 : 봄학기 3월 중순 개강(12주)

·모집 강좌

  - 음악(성악, 첼로, 드럼, 바이올린, 피아노 코드 반주, 

  색소폰, 클라리넷, 하모니카, 만도린, 우쿨렐레, 

  오카리나, 기타연주, 가야금, 리코더, 플롯, 팬플룻 등)

  - 미술/예능(사진 ,성인미술, 도예아트, 서예, 켈리

  그라피 등)

  - 교양(스마트폰 활용, 컴퓨터 활용 등)

  - 어학(중국어 선교회화, 일본어 선교회화, 영어 선교

  회화 등)

  - 생활강좌(커피, 리본아트, 화훼장식, 선물포장, 

  가든스쿨, 요리 등)

  - 스포츠(라인댄스, 필라테스, 라켓볼 등)

·모집 기간 : 1.27(오늘)까지

·접수 장소 : 2층 문화선교팀 데스크

(주일 2, 3부 예배 후)/사무국(주중)

·이메일 접수 : 조성호 서기

(karma528@naver.com/010-3297-1768)

·제출 서류: 이력서 및 강의 계획안 1부 (소정양식)

·문의 : 팀장 이영석 안수집사 (010-5305-0957)

(5) SEED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어린이들을 모집

합니다.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 이번에는 저학년은 충원하지 않습니다.

·오디션 일시 : 2.10(주일), 자유곡 1곡 

·장소 : 321-1호

·문의 : 단장 김지선 집사(010-5768-1844)

(6) 하나원 방문 봉사자 모집

북한 탈북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방문하여 탈북민

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교제 나누는 사역에 참여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일시 : 2.10(주일) 오전 7시(교회 출발) - 오후 4시

(교회 도착)

·장소 : 화천 하나원

·정원 : 20명

·문의 : 통일비전팀 안주섭 집사(010-3233-0383)

* 방문기관의 특성상 2.1(금)까지 사전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정원 제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성함,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번호를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7) XEE 지도자 임상훈련

제14회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12(화)-2.15(금)

·장소 : 201호

·문의 : 박금복 집사(010-3454-7756)

(8) 성경대학 큐티 교재 「큐티, 어떻게 하나?」 발간

지난 10여 년간 성경대학의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큐티 교재 「큐티, 어떻게 하나?」(김정환 장로 저)를 

발간하였습니다. 

·구입처 : 서점, 성경대학 

·할인가 : 6,000원

·문의 : 성경대학팀장 고용찬 안수집사

(010-3209-2625)

모  임

(1) 유니스 친교회 월례회

·일시 : 1.27(오늘) 오전 10시 30분

·장소 : 215호(구 권사실)

·대상 : 70세 이상 여자 성도

·문의 : 박경자 집사(010-7590-1110)

(2) 치유공동체 2019년 연간사역계획보고회 및 상견례

·일시 : 1.27(오늘) 오전 11시 30분

·장소 : 321-1호

·대상 : 치유공동체 소속 각 팀장 및 임원 

·문의 : 지명환 안수집사(010-8725-2077)

(3) 복지공동체 2019년 사역보고 워크숍

·일시 : 1.27(오늘) 오후 2시-4시

·장소 : 321-1호



·신한은행:100-030-135025

·신한은행:100-030-135040

·신한은행:100-030-135089

·국민은행:294501-04-097488

·신한은행:100-030-135064

·국민은행:294501-04-097363

·하나은행:477-910021-95404

·신한은행:100-025-611965

·국민은행:9-0420-0420-69

·하나은행:477-910012-18004

·국민은행:294501-04-097516

십 일 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김상복장학헌금

할렐루야

복지재단

해외선교헌금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 (예금주 : 할렐루야교회)

04

소  천

(1) 최인숙 권사 부친(조상현 안수집사 장인) 1.23 - 2교구

결  혼

아래의 결혼식 광고는 개별적으로 초대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ㅇ

(1) 이혜민 양(4교구 이강우 안수집사, 故 장삼진 권사 

장녀)과 박영선 군

·일시 : 2.16(토) 낮 12시 30분    

·장소 : 중성전

·내용 : 팀별 사역보고 및 상견례

·대상 : 담당목회자, 장로, 팀장 및 임원 

·문의 : 총괄서기 조승봉 집사(010-3774-7932)

* 모임 후 식사 제공

(4) 군선교팀 입대자를 위한 정기기도회

·일시 : 2.3(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2층 식당(온돌방)

·대상 : 군입대자 부모 및 군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문의 : 총무 김용 집사(010-2246-0057)

2019년 아깨모 등록 안내

2019년 아.깨.모(아침을 깨우는 아버지들의 기도 모임)가 시작됩니다.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

■

■

■

 모임 기간 :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 토요일 / 오전 7시 - 오전 9시 30분

 접수 : 1.27(오늘), 2.3(주일), 2.10(주일), 2.17(주일) 2층 식당 앞

        (2부 예배 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접수)

 대상 : 모든 아버지들(예비 아버지들도 환영합니다.)

 등록비 : 20,000원

 학점 인정 : 아깨모 1년 교육과정 참여 시 1학점 인정

 문의 : 김서중 안수집사(010-7728-0979)



05 교회소식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진중세례식 

■

■

■

■

■

 

 

 

 

 

일시 : 2.16.(토)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장소 : 육군훈련소(논산) 연무대교회

세례대상 : 약 3,200여명

참가자 : 150명(행사단 구성) - 담임목사를 비롯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뉴웨이브 청년, 핸드벨 콰이어, 히즈네임 찬양팀, 군선교팀 등

                                    

   진중세례를 통해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세례식의 

   과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준비하는 군선교팀에게 함께 하시고, 날씨와 

   교통, 재정 등 어느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문의 : 군선교 팀장 강준수 안수집사(010-4847-1767)

ㅇ

ㅇ

[ 기도제목 ] 

금요찬양예배

2019년 3월 주일예배의 변화



101

203

230

소예배실

대치선교관

본 당

(월)-(금) 오전 5:30

(월)-(금) 오전 5:30

(화) 오전 10:00

주일 1-4부 예배 시

새벽기도회(분당)

새벽기도회(대치)

화 요 중 보 기 도 회

주일예배중보기도회

시간(요일) 장소 호실구분

111

110

102

108

101

201

201

421

101

101

소예배실

유아부실

소예배실

소예배실

소예배실

소예배실

중 성 전

소예배실

세미나실

각 호실

방 학 중

방 학 중

오전 11:00/오후 1:00

오전 11:00/오후 1:00

오전 11:00/오후 1:00

오전 11:00/오후 1:00

오전 11:00/오후 1:00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후  1:00/오후 2:30

오후  8:20 (금)

오전 10:30 (토)

0

421

202

422

423

109

정기기도회 및 모임  >>>

201

101

439

500

202

방 학 중

방 학 중

비 전 홀

소예배실

(화) 낮 12:40

(목) 오전 10:30 

주일  낮 12:20

주일 오후 1:00

1 1

1

1

뉴젠예배 >>>정기예배 >>>

중 성 전

본    당

본    당

본    당

중 성 전

본    당

세미나실

소예배실

세미나실

세미나실

사랑부실

06 교회의 여러가지 일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참여합시다 교회안내

할렐루야교회 오시는 길  >>>
3-7, 8, 8-1, 50, 57, 60, 222번 이용 (야탑역 ③, ④번 출구 앞 승차) 

▷ 시내버스 : SK APT(종점) 앞 하차, 도보로 5분 소요

야탑역 하차 (②번 출구 BYC 건물 하나은행 앞에서 셔틀버스 승차)

평일 (화-목) 오전 9:40-오후 2:55(15분 간격)
▷ 셔틀버스 : 평일 (화-목) 오후 3:10-오후 4:40(30분 간격), 막차 5:20
▷ 시내버스 : 평일  (화(금) 오전 9:40-오후 4:40(30분 간격), 막차 5:20
▷ 시내버스 : 평일  (화(토) 오전 9:40-오후 4:10(15분 간격)
▷ 단 점심시간(낮 12:00-13:00)은 운행하지 않으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시

1부 06:20, 6:40, 07:00-7:30 (10분 간격)
주일예배 2부 08:10–09:10(10분 간격), 09:25, 09:40

주일예배 4부 12:00–13:10(10분 간격), 13:25, 13:40, 14:00 
14:20-15:10(10분 간격), 15:30-17:10(20분 간격)

08:45, 09:10부터(15분 간격)

19:00-20:00(15분 간격), 막차 20:20

할렐루야교회 홈페이지(www.hcc.or.kr)와 www.c3tv.com 및 www.cts.tv에서 김승욱 목사님의 지난 설교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CTS TV ‘성령의 새바람’(토) 오후 5:00           ·극동방송(1188KHz) ‘진리의 말씀’ (주일) 오후 2:00
·Good TV ‘Vision 설교’ (토) 오후 2:30           ·CBS TV ‘TV 강단’ (주일) 오전 5:00

0

·CTS TV ‘오늘의 양식’ (매일) 오전 4:20 ·블로그 http://sbdavidkim.blog.me

오전  7:30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1:00

오전 10:20 (수)

오후  8:10 (금)

오후  2:00

오전 10:50

오전 11:00

오후  1:00

오전 11:00

주일예배 3부 10:00–11:10(10분 간격), 11:25, 11:40

오후

매월 셋째(금) 오후 10:30 

테크노파크C동 셔틀 07:50-11:30, 12:10-13:30, 14:10-14:40(시간 내 수시운행)

▷ 시내버스 : 

▷ 지 하 철 : 

▷ 셔틀버스 : 

주일예배 

수요초청예배

금요부흥회 

예배와 기도회 안내

영  아  부

유  아  부

유  치  부

초 등 1 부

초 등 2 부

중고등부 이른예배

중  등  부

고  등  부

어린이영어예배

뉴 젠 특 별 활 동

어 와 나

어린이 전도폭발

주일 1부 이른예배

주일 2부 예  배

주일 3부 예  배

수 요 초 청 예 배

금 요 부 흥 회

영 어 예 배

일 어 예 배

중 국 어 예 배

러 시 아 어 예 배

사 랑 부

주일4부 뉴웨이브예배

김승욱 담임목사

김상복 원로목사

교구연합전도대

뉴시즌목요예배  

뉴웨이브철야기도회 

해외선교중보기도회

북한선교중보기도회

방송설교 프로그램 안내

시간(요일) 장소 호실구분

시간(주일) 장소 호실예배시간(주일) 장소 호실예배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4부 뉴웨이브 예배를 통해 교회의 기성
세대와 청년세대가 서로를 마음에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상징적으로 교회의 아비 세대를 대표하여 직접 청년들에게 다가가 뉴웨이브 예배를 섬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유일하게 맡아
보지 못했던 공동체가 청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8년도를 지나면서 저는 청년들과 가까워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할 때 서로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진행되는 한 해 동안 교회에 ‘어려움’도 생겨났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 시간이 
바뀌면서 생겨난 어려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골든타임으로 볼 수 있는 11시 예배에 성도
들이 몰려왔으며, 그로 인한 주차 문제나 주일학교 공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부 7시 30분 예배와 2부 9시 예배로도 많은 성도님이 움직여 주셔서 감사했지만, 아무래도 가장 
‘편한’ 시간은 11시 예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이로 인해 3부 예배시간에는 더 많은 어른 성도들이나 자녀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
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 오시는 교우들에게는 여전히 11시가 가장 좋은 시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번 더 전체 예배 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전체 예배 시간이 일 년 만에 또 한 번 바뀌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께 무척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말쯤에는 교인들이 새로운 시간 틀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이 바뀌면 모든 사역들의 스케줄도 함께 바뀌
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뉴젠 주일학교가 함께 움직여야 하고, 이제는 2부와 3부와 4부 예배까지도 
같이 감당해 줘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번 더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도 큰 변화가 있고 난 뒤엔 어느 정도의 재조정(tuning)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목회자 그룹과 장로님 그룹에서 많은 시간을 논의
하여 깊이 고민한 후에 내린 결정입니다. 요사이 목회자들은 이번 변화로 인해 생겨날 새로운 요소
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배시간 변화는 3월 3일 첫 주일 예배부터 
시작되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9시 40분, 3부는 오전 11시 40분, 4부 뉴웨이브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뉴젠 사역은 2부, 3부, 4부 예배와 함께 갈 것
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각자에게 임할 불편을 잘 감당해 주셔서 교회 전체를 위한 
큰 유익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번 변화를 시작으로 1부부터 4부까지의 모든 
예배를 섬기게 될 것이며, 그 후에 있을 사랑방장 모임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부담을 감당
하는 마음으로 임해 보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이 변화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광고로 알려드릴 
테니 가족들과 상의해 주셔서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언덕’도 우리 하나 된 
마음으로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예배 시간을 한 번 바꿔야 하는 이유”

07 목자의 마음

 김승욱 목사 드림

‘목자의 마음’은 담임목사가 교회에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온 교우와 함께 나누는 사랑과 위로의 말씀, 권면과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 3월 첫 주부터 변화된 시간에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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