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주일(9.20) 외국어예배는 따로 모임이 없으며 
할렐루야교회 온라인예배(홈페이지, 유튜브)로 대신합니다. 

설교 : 김명선 전도사
(청년1부, 뉴웨이브 찬양)

설교：안만기 목사 / 요 8:1-11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김상복 원로목사
‘오늘의 양식’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odbkorea)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영광의 예배”(고후 4:1-6)

서계원 목사

영광송

경배와 찬양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주찬집Ⅱ 71장

서계원 목사

주찬집Ⅱ 199장

기도

설교

사회

합심기도

찬송

예배초청

헌신

설교

사회

예배초청

헌신

찬송

기도

찬송

1부 예배(오전 8:00, 본당) 2부 예배(오전 9:40) 3부 예배(오전 11:40) 4부 뉴웨이브예배(오후 1:30)

가서 제자 삼으라

특송 : 남정희

하나님이시여
주찬집Ⅱ 337장

김 승 욱 담임목사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3

“갈망하며 신뢰하며 
예배합니다”(마 4:1-11)

김사무엘 목사

다 함 께

찬양축제

내 삶의 고백

환난과 핍박 중에도

김사무엘 목사

찬송가 336장

김 승 욱 담임목사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3
“갈망하며 신뢰하며 예배합니다”

(마 4:1-11)

원로목사  김  상  복

담임목사  김  승  욱
 Daniel Sung Wook Kim Senior Pastor.

１３５０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야탑동 132번지)
368, Yatap-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13509, Rep.of Korea

·031)780-9500
·031)780-9595

·031)780-9507
·031)780-9506

· 02)555-9955
·031)780-9720
0 ·031)780-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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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FAX

목회실
FAX

대치선교관
중보기도실

오늘의양식

주 중 예 배(온라인예배)

외 국 어 예 배(온라인예배)

주 일 예 배(온라인예배)

오직 성령으로
(스가랴 4:6)

But by the Spirit of God But by the Spirit of God 

40th Anniversary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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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초청예배 (오전 10:20) 금요부흥회 (오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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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교회 예배 및 시설 이용안내 

8월 18일(화)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의 정규예배를 비대면으로만 허용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발표

됨에 따라 8월 19일(수)부터 할렐루야교회의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교회 출입을 통제합니다. 

1. 8월 23일부터 주일예배는 할렐루야교회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배(현장예배 없음)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시간은 기존 예배시간과 동일합니다.  

* 예배시간 안내  

   1부 08:00 / 2부 09:40 / 3부 11:40 / 4부 13:30

2. 뉴젠 주일학교 예배는 취학별(미취학, 초등, 중고등)로 가정에서 주일 오전 9시 40분에 생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뉴젠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중 예배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1)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방송되는 오늘의 양식(김상복 원로목사)으로 대신합니다. 

               방송은 매일 새벽 5시에 ‘오늘의 양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됩니다.  

2) 화요중보기도 및 모든 기도 모임은 잠정 중단합니다.  

3) 수요초청예배 - 수요일 오전 10시 20분에 할렐루야교회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생방송 예배(현장예배 없음)로 드립니다.

4) 금요부흥회 - 금요일 저녁 8시 10분에 할렐루야교회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

                 (현장예배 없음)로 드립니다.

4. 교회의 모든 시설은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라 당분간 모든 출입을 제한하며 이에 셔틀버스도 운행을 

중지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 상황에 따라 할렐루야교회는 예배 상황과 안내를 공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1.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

으로 축복합니다.

2.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동참해주

시기 바랍니다.  

환 영 

● 다음 주일(9.27) 주요행사

1. 각 부서 알림 

·나눔주일

(1) 「오늘의 양식」 10월호 배부 

교회 안내실에 「오늘의 양식」 소책자를 비치해놓았

으니 자유롭게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큰 책자 

구입도 가능합니다. 

ㅇ

ㅇ

알 림

(2) 뉴웨이브 청장년2부 "오직 성령으로 21일 온라인 

기도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 5:18-19)

·기간 : 9.21(월)-10.23(금) 평일 오후 8시 30분 -

9시 30분, 화요로방기도 및 금요부흥회 참여 

포함

·인도자 : 마승국 목사

·대상 : 뉴웨이브 지체 및 희망자 누구나

·참여방법 : 큐알코드 신청서 작성 후 신청자에게 

매일 줌(zoom) 온라인 링크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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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방바닥 개선공사

·입찰명 : 주방바닥 개선공사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

·세부내용 : 교회홈페이지 공지사항 6529번 및 나라

장터(www.g2b.go.kr) 입찰공고문 참조

·현장설명회 : 9.23(수) 오후 2시 사무국

·문의 : 사무국 건축팀(031-780-9614)

(4) 10.4(주일) 주보 광고 접수

추석 연휴 인쇄소 휴무로 인해 10월 4일자 주보 광고를 

9.27(주일) 정오까지 접수합니다. 주보 광고를 계획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사역 일정을 참고하셔서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이메일(hcc9507@hcc.or.kr),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상단메뉴 선교와 사역 내 

   행정 신청 안내 ‘주보 광고 신청’) 접수

·문의 : 목회실(031-780-9507)

(5) 제11기 무릎학교 훈련생 모집 

·대상 : 영적 성장을 위해 중보기도 훈련을 받기 원

하시는 분

·훈련일정 : 10.6(화)-11.24(화), 오후 8시-9시 30분

(8주 온라인 강좌 후 20주 소그룹 기도모임)

·등록기간 : 9.20(오늘)-9.27(주일) 선착순 마감

·등록비 : 3만원(교재 및 필독서 포함)

·접수처 : 정재선 권사(010-3267-6612) 

※ 전화 또는 문자로 신청  

(1) 이강엽 집사 모친(정옥선 집사 시모) 9.10 - 6교구

(2) 김영래 성도 부친(양한겸 성도 장인) 9.13 - 3교구

(3) 백운정 성도 부친(김광원 집사 장인) 9.13 - 9교구

(4) 故 안정신 「권사」(강명수 「장로」 부인) 9.14 - 9교구

(5) 故 진선녀 권사(조윤오 집사 모친) 9.18 - 3교구

소 천

온라인 새가족 집중교육 안내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꾸준히 계시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4주간 진행되는 새가족 
교육 진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온라인 새가족 교육을 운영하게 되며, 이에 참여한 
분들에 한하여 새가족 교육 수료를 인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등록은 하였으나 교육 참여를 하지 못한 새가족 
   - 등록 후 교육에 일부 참여 하였으나 4주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새가족

2. 교육 기간 : 2020.9.20(오늘)-10.10(토) 

3. 참여 방법
   - 대상자는 소속 교구 상담위원을 통하여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소속 교구 상담위원에게 연락을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신청하신 분들에게 교육영상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영상은 10.10(토)까지만 보실 수 있습니다. 
   - 과정 전체를 기간 중에 성실하게 참여한 후 회신 주신 분에 한하여 교육 수료가 인정됩니다. 

4. 교구 상담위원 연락처
   1교구  김태희 권사(010-3745-2363) 2교구  김현숙 권사(010-2483-4508)
   3교구  신순복 권사(010-4606-3393) 4교구  이춘화 권사(010-4058-4780)
   5교구  김삼숙 권사(010-5297-3337) 6교구  임연희 집사(010-6253-3588)
   7교구  최지희 권사(010-3048-4428) 8교구  어미정 권사(010-9984-6573)
   9교구  정금희 집사(010-5390-6150) 10교구 김성덕 집사(010-3825-6976)
   뉴웨이브(청년) 이욱 집사(010-9212-6261) 

 교구를 모를 경우：새가족팀장 강진식 안수집사(010-5223-0388)

ㅇ

ㅇ

ㅇ

 *

십 일 조 목적헌금
선교헌금
나눔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김상복장학헌금

주일헌금 해외선교헌금
(둘째주)
(넷째주)

할렐루야 복지재단

·신한은행:100-030-135025 ·신한은행:100-030-135089
·신한은행:100-034-188750
·신한은행:100-034-188791

·국민은행:294501-04-097488·신한은행:100-030-135040
·신한은행:100-025-611965

·신한은행:100-034-188712 ·국민은행:294501-04-097516
·국민은행:9-0420-0420-69  / ·하나은행:477-910012-18004

< 온라인 헌금 시 동명이인 구분을 위하여 본인 성명과 배우자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꼭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 2학기 성경대학 온라인 수강생 모집

2학기 성경대학을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총 6과목으로 전교인 공개 강의로 진행하며, 

다만 학점이 필요하신 분들(임직 대상자)은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바랍니다. 

■
■

■
■

■

 신청기간 : 9.20(오늘)-10.4(주일) 3주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 신청자 이름 ② 전화번호 ③ 이메일 주소(가급적 gmail) ④ 수강과목명’ 4가지를 기재해 
             이메일(hcc.online.edu@gmail.com) 또는 문자(010-9069-9661, 문자전용 번호) 접수

                      * 학점 이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 록 비 : 1만원(학점 신청자에 한함)
 수강방법 : 10.11(주일)부터 Youtube를 통해 공개되는 강의 시청 
                      * 수강 신청자는 각 강의 시청 후에 반드시 확인질문에 답을 문자로 주셔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문        의 : 성경대학 팀장 이영석 안수집사(010-5305-0957)

뉴노멀 시대의 On-line 구약 성경공부
강의 1. 눈과 귀에 쏙쏙 구약 한 눈에 보기/ 백명렬 목사
강의 2. 분열왕국의 역사와 함께 읽는 예언서/ 장영준 목사

뉴노멀 시대의 On-line 신약 성경공부
강의 3. 걸어서 신약 속으로/ 윤영근 목사
강의 4.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 고린도전서/ 유예림 전도사
강의 5. 예수를 만난 사람들 : 복음서를 중심으로/ 김민수 목사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인의 영성
강의 6.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PACE/ 이덕진 장로

ㅇ

ㅇ

강의 제목과 소개
(수강신청 시 

과목당 1학점 부여)

통일 선교 아카데미 8기(온라인 강좌) 신입생 모집

통일 한반도 비전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길 통일(북한) 선교 일꾼을 모집합니다.

■
■
■
■

■

 신청자격 : 복음통일과 북한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계신 모든 분
 모집기간 : 9.20(오늘)-10.11(주일) 
 접수 및 문의 : 김태욱 안수집사 통일비전팀장(010-3707-4147)
 등록금(학기당)
- 통일민(탈북민) 및 뉴웨이브공동체 청년 : 1만원
- 할렐루야교회 성도 : 5만원 / 타교회 성도 : 10만원
 분당캠퍼스 : 개강일 : 10.17(토) 오전 9시 30분
- 수업방식 : 온라인수업(umakorea.net)
- 수업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낮 12시 (총 8주간)
 이 과정은 중직자 필수 훈련과정 중 하나로 운영됩니다. 
(11월 임직예정자 중 통선아 수강자는 2021년 1학기과정까지 이수완료 부탁드립니다.)

※

03 교회소식

'할렐루야 프레이즈' 유튜브 채널 안내

‘할렐루야 프레이즈’는 할렐루야교회 찬양 전용 유튜브 채널입니다.

할렐루야교회 금요찬양예배를 비롯한 할렐루야교회의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이 매주 업로드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할렐루야교회의 다양한 찬양 콘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프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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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선 사모

- 온 교회와 함께 성경 쓰기 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

05 목자의 마음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외사랑”

노래는 부풀어 오른 자랑에 
듣는 이를 위해 만들어지고 무시당해도

그림은 껍데기뿐인 자기 의에 
보는 이를 위해 그려지건만 짓밟혀도

사랑은 은혜는 출렁이며 
품는 이 없이도 흐릅니다. 여전히 쏟아집니다. 

하늘의 사랑은 그저 흐르고 허비되는 은혜는 
또 흐릅니다. 그렇게 세상을 씻어냅니다. 

거친 교만에 부딪혀 세상 죄를 끌어안은 
산산이 부서지는데 아들의 보혈입니다. 

불신의 차가운 외면에 영원히 마르지 않을 
돌고 돌아야 하는데 생명의 샘입니다. 

사랑은 굽이굽이 
그저 흘러갑니다. 

조롱받는 사랑이 
조롱받는 사랑은 포기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흐르는 이유는

온 세상을 껴안은 오늘, 
하늘 아버지의 심장입니다. 들을 귀 있는 이, 한 영혼을 위한

아버지의 노래인가 봅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구원의 맥박입니다. 허비되는 은혜가 

멈출 수 없어
지금도 쏟아지는 이유는

시는 지금, 
읽는 이를 위해 쓰여지고 보기 원하는 이, 한 영혼을 위한

아들의 형상인가 봅니다. 
지식은 
배울 이를 위해 쌓이건만 이 노래가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은혜는 
사모하는 이 없이도 쏟아집니다. 이 형상이 

내가 소망할 수 있는,
속죄의 은혜는 그저 쏟아지고 
또 쏟아집니다. 지금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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