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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김원기 목사

헌금기도 사회자

Praise

찬 송 24장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269장(통211)

Prayer

기 도 조홍진 장로

교회소식 사회자

Scripture Reading

Sermon

"예수님 처럼, 예수님 처럼"(교회 역시 가족)

-28일: 생일파티, 교역자모임
4. 대학입학한 학생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5. 성가대 대원을 모집합니다.(문의:성기현장로)
6.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토요새벽기도: 9월3일 김봉재권사 10일,성승록권사 17일,장정님권사

Presider

#기도제목: 환우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

성경봉독 열왕기상3:4-15

Choir

1. 2016년도 표어

2. 이달에 읽을 성경은 에베소,빌립보,골로새서입니다.
3. 8월달 행사안내
August “쉼” August “쉼” August “쉼” August “쉼”

Presider

Prayer

Announcement

CHURCH

Announcement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Offering

교회소식

기도합시다.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해
기도합사다.

특 송 성가대찬양
말 씀 김원기 목사

“ 지혜를 구한 사람 ”
◉
◉

Prayer

Benediction

오후

기 도 다같이

Together

다음 주일

축 도 윤종대 원로목사
 주일 오후 1:30

찬양예배

▣ 기도 : 1부 - 합심기도
▣ 안내 : 1 부- 황창원전도사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생일축하 / 교역자월례회

금요

 금요일 오후 8:00

기 도 회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교육부 예배

구역별

 월요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최영애권사
김옥련권사
김봉재권사
새가족부

▣ 원로목사 : 윤종대
▣ 시무장로 : 김경식 성기현 조홍진
▣ 행정목사 : 이철주
▣ 협동장로 : 이화정
▣ 교육목사 : 에리얼 플로레스 ▣ 전 도 사 : 황창원

헌금
십의일조 : $

OFFERING
Devotion

자녀헌금:

$

주일헌금 : $

모임 안내

▣ 고구마- 구역장 :
▣ 감자 - 구역장 :
▣ 무 - 구역장 :
▣ 배추 - 구역장 :

∙2 부- 김경식장로
∙2부 - 황동군집사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교회를 섬기시는 분

▣ 말씀 : 제사장 ▣ 본문 : 출39:2-7 ▣ 기도 : 합심기도

기타

예배위원

인도
인도
인도
인도

:
:
:
:

윤재은사모
사라톨집사
황창원전도사
김원기목사

감사헌금 : $
선교헌금 : $
지난주일 합계 : $

교육부헌금: $

주일예배

LORD'S DAY
Message

제17-35

August 28. 2016

Alaba a Jehová!
여호와를 찬양하라!
천하를 얻을지라도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인간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는 천하로도 한 인간의 가치와 바
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보화로 하나님께 속전을 제공해서 형제를 죽음으로부터 구
원시킬 만큼 부요한 사람은 없다.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일’ 중에서)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며 멀리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시
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유럽 끝에서 선교소식을 전합니다. 저희 가정은 2년의 언어 훈련을 마치고 잠시 로스엔
젤레스를 방문하여 주미 스페인 영사관에서 약 4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만에 스페인 종교비자를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미교회지역 교회개척 사역
여름이 시작된 7월 첫주에는 저희가 거주하는 말라가에서 약 20Km 떨어져 있는 산속 마을(베나갈본;
Benagalbón)에 교회 개척을 위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가가호호 찾아가 만나 인사를 나누었고,
바이올린과 기타를 통해 미니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식사에 초대하여 함께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
다. 씨뿌리는 자의 수고를 통해 구원의 열매들이 이 마을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슬림 선교를 위한 마르세이유(Marselle, France)사역
7월18일부터 8월6일까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유럽북아프리카 무슬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성경보급과 복음
전도사역이 있었습니다. 마르세유는 7월14일 트럭 테러가 있었던 니스(Nice)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으며 프
랑스에서 2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항구가 있습니다. 도시 인구의 35% 이상
이 무슬림으로 유럽 안의 최대 무슬림 거주지역입니다. 이번 사역은 5개국에서 모인 사역자들로 구성되었습니
다. 스페인 말라가에서 1,500Km를 미니밴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직 마르세유에는 사역 거점이 없어서 2,000페
키지의 성경을 직접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역기간 동안 페키지가 부족해 가까운 이탈리아에서 성
경을 가지고 와야 했을 정도로 이번 사역은 기대 이상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항구 이용객들이 알
제리와 튀니지 무슬림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부하는 손짓을 하고 인상을 찌푸렸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분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성경 페키지를 받아들고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고,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받아 가는 자녀들도 있었으며, 한참 우리를 주시하던 한 여인은 사람들의 눈길이 소홀해진 틈을 타 우리에게
다가와 성경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검은 무슬림의 복장인 차도르를 한 그 여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보고있자니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철옹성과 같이 빠져
나올 길 없는 이슬람의 굴레에서 영광의 복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저들의 희생이 얼마나 클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건내기 전 그들과 악수를 나누었는데 그 손바닥과 손바닥이 맞닿는 순간 그들의 영혼의 불쌍
함이 저의 가슴으로 밀려오는 느낌을 이번 사역에서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도 이슬람교가 아닌 참된 구
원의 길이 있음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그들의 영혼들이 참 불쌍했습니다. 언제쯤 북아프리카의 이
슬람 벨트에 구원의 봄이 찾아올지 알 순 없지만 분명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지금 뿌려졌던 복음
의 씨앗들이 열매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도시인 세우따(Ceuta, Spain)에서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순이 지나면 라마단 금식과 여름 휴가로 북아프리카를 방문했던 이들이 다
시 유럽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계속적인 성경 보급과 지혜롭게 저들에게 참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의 협력과 일군들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할 기도제목
1. 스페인의 최대 무슬림들이 이용하는 알제씨라스(Algeciras, Spain)항구가 개방되어 성경보급사역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2. 여름 동안 수많은 지중해의 도시들에게 뿌려진 수만권의 성경을 통해 예수 구원의 복음이 무슬림에게 전
파되게 하옵소서.
3. 9월부터 시작되는 사역들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a. 라쁘에르따교회 내에 무슬림 문화사역을 통해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b. 거리전도를 위한 동역자들이 생기고, 좋은 생각들을 허락하셔서 전도에 열심있
게 하옵소서. c. 언어훈련을 계속하여서 스페인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게 하옵소서.
4.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데 선한 마음을 주셔서 잘 적응하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사귀게
하옵소서.
2016년8월24일
유럽의 끝에서
남사현, 이현진(예향,이안,케빈) 가정 드림
Tel : +82 070 4696 7276 malagamission@gmail.com

후원안내
미국 : Payable to SEED USA (남사현선교사) / P.O. Box 847, La Mirada, CA 90637 / +1 562.926.4700
한국 : 우리은행 821-206153-02-001(이현진)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 onki K im )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818.518.5108(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