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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공고한대로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를 열어 권사 

5인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맘때면 항존직 선출 후에 있을 

지도 모를 후유증 때문에 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참 이상하게도 직분자 선출 후에는 몸살을 앓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본인이 직분자로 선출되지 못했다고 불평하거나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는 한국교회에만 있는 참 코메디같은 

일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오해한데서 비롯된 아주 

유치한 행동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던 

지금까지도 묵묵히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섬길 수 있는 분들을 권사로 선출하셔야 합니다. 섬김 보다는 

직분 자체가 목적인 분은 선출되어도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선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권사직은 한국교회에만 있는 직분으로 

목회자를 도와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돌보고, 

심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직분입니다. 직분의 목적에 합당한 

분, 즉 가정으로 말하면 어머니같이 교우들을 품고 기도하며 

따뜻하게 돌 볼 수 있는 분들을 권사로 세워야 합니다.

 이번에 선출된 분들은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세워주신 

교우들의 뜻에 합당하게 마땅히 교회를 잘 섬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직분에 합당하게 섬길 때만 그 직분이 본인에게 복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됩니다. 직분을 받고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직분은 단순히 ‘호칭’의 의미만 있을 뿐 본인에게나 교회에도 

무의미합니다.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섬김을 묵묵히 이어가야 합니다. 직분 보다는 실제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 공동의회는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실에서 허목사

   “화목하게 하는 직분”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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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to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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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s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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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stles‘ Creed  

Hymn  

Ministry Pray..................................... 

 
Ministry of Music

Announcement

Offering  ..................... 예수향기.......................  

Offering Song ................감사하라 내 영혼아................

Offertory Prayer

Scripture Reading

Sermon       .......................................................... 

Closing Hymn....................... 220 ............................

Benediction

에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as you are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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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구 목사

고린도후서 5:18-21 2 Cor 5:18-21 / (3부)  누가복음 16 :18-31  Luke 16:18-31

     “화목하게 하는 직분”
            “The Word, Obedience & Salvation”(3부)    

2부 Zion Choir 시온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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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구 목사
                               Rev. Heo
 
                               Rev. Lim  

     (1) 이정우 집사 (2) 강창진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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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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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구 목사 허용구 목사                       임이삭 목사
                                       Rev. Lim, Isaac     
   

      “The Word, Obedience
                 &Salvation”

★ 십일조

강창진-권오은, 이영주-경광혜, 이정우-오정미

김주태-김요정, 김덕만-채정순, 이동환-이미진

원창욱-김석순, 최성택-유월선, 옥준기-이송미

천대용-장행자, 최형철-조광순, 황영일-황수지

김진성, 김순복, 방현수, 유순례 

★ 정기헌금

심경미, 장경미, 김기영

★ 감사헌금

하용봉-방경숙, 박진우-문미셸, 원창욱-김석순

노윤식-김영윤, 유일례, 박상윤, 허용구, 김광옥

윤희자, 황혜경 무명(17) 

★ 주일헌금 

★ 주일학교

★ 선교헌금 : 방현수 

★ E.M 헌금 : 이다혜, 최승희, 김기주, 

                    Lisa Bennett, 그 외

★ 추수감사헌금 

                

                     

                                                                                    

                                                  

                   Dec 06, 2015 대강절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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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내 맘에 한 노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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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교훈”

허용구 목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교훈”
                                                                                      

허용구 목사
                       잠언 17장 - 잠언 22장

허용구 목사
                  “메뚜기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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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출애굽기 11: 1-10..................

 .................................................................

                      “열번째 재앙”
 .................................................................

 .................................................................

................................................................

 

▶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 24)

▶ 소식 

1. 대강절 둘째주 : 오늘(6일)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주입니다. 

2. 공동의회 공고 : 다음 주일(13일)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안건: 권사 5인 선출)

 ▶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에 힘쓴다.

                                                                                  (해외한인장로회 헌법 제 6장 40조)

 ▶  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된 여신도

                          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해외한인장로회 헌법 제 6장 41조)

3.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  오늘(6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시무 장로, 시무 안수집사, 협동안수 집사, 시무권사 전원)                   

4.  미자립교회 를 위한 헌금 : 오늘(6일)  본 뉴욕노회 선교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5.  각 선교회 총회 : 오늘 (6일) 점심 식사 후 각 선교회 별로 있습니다.   

6.  헌금 작정 : 새해 선교헌금, 발전헌금 작정 다음 주일(13일) 부터 하겠습니다. 

7.  연합구역예배 : 금주 금요일(11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당당: 홀수 구역)  

8.  성탄축하 찬송경영대회가 오는 12월 21일 주일오후 예배시에 있슴니다.( 안드레 선교회 주관)

9.  유아세례 :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은 성탄축아 예배 때 있습니다.

10. 운전봉사 : 교회 밴 운전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문의: 이동환 집사, 최성택 집사)

11. 친선 탁구 대회 : 오늘(6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문의 : 최성택 집사)

 ▶ 친교

 오늘(6일) 점심식사는 오세훈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 기도제목 

1) 환우들의 쾌유를 위하여 (김영규, 황영일)

2) 임현수 목사님(토론토 큰 빛 교회)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하여 

3) 센베니또, 깨브라다 온다 연합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4) 합당한 일꾼 선출을 위하여 (권사 5인)

     

  

1.유치부.영아부 예배와 모임
   영아부실(지하)  11:00-11:30am 

2.유년부 예배 및 활동
      유년부실(2F)   11:00-12:30 pm  

3.YOUTH GROUP :11-12 pm Bible Study
                           1:30 pm Worship Service ( Main Sanctuary)

4.E.M WORSHIP SERVICE :1:30 pm Main Sanctuary 

1.경건에 힘쓰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Q.T 모임의 부흥을 위해

2.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구역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3.기도에 힘쓰는 교회
  -새벽기도의 부흥을 위해
  -각 구역의 기도모임 활성화

목회기도     이정우 (1) 강창진 (2)

안내(1부)    김주태

      (2부)    이영주, 권오은

헌금(1부)    이정우, 조광순

      (2부)    강창진, 하용봉, 김영윤

헌금특송     예수향기

친교기도     채정순

친교실봉사      한나/ 5 구역

          목회기도     최성택(1) 김주태 (2)

안내(1부)    김진성

      (2부)    이정우, 최기숙

헌금(1부)    최성택, 이승연

      (2부)    김주태,정종희, 김은하   

헌금특송     기드온 중창단

친교기도     조수정

친교실봉사      에스더/ 6구역

          

  
.................................................................

                 다음 주 기도 :  김요정 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