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배화가족
함께 꿈꾸며 즐겁게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예배안내
주일예배 : 주일오전 11시 캠벨홀
금요기도회 : 오후8시 기도실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섬기는 사람들
목

2018.2.25

김영석 김은철
송민혜 (목회 및 심방)
송민천 (예배 및 교육)
박진성 (행정사역)
백수산나 (유아사역)
강영건 (찬양사역)

사

전 도 사
간

주보 제 2018-08호

사

사순절 제 2주
주일오전 11시 캠벨홀

남선교회장 허경식 여선교회장 이은미
선교사역팀 김재홍 양육사역팀 한호철
재

무 김용석 새 가 족 함은혜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 회 학 교 김미소 조 신 강정우 조 휘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배화교회 안내

그 때에 비로소

홈페이지: www.baewhach.kr
카카오톡 친구 맺기: 배화교회

“에노스를 낳았으니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창4:26)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 ‘에노스’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지난주 통계
예배인원

68명

헌금

1,630,000원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 주변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소망입니다.
-2월 25일 설교 중* 서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청년부가 지난 금-토요일에 엠티를 다녀왔습니다.

•예배기도순서
3.4

노준영

3.11

박재성

3.18

박진성

3.25

박진수

다같이

인도자 :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회 중 :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
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함께 :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사도신경 *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노스’를 통해 사람들은 다시 예배하였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
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
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애찬봉사순서
3.4

3속 햄볶속

3.11

4속 용속

3.18

5속 아삼속

3.25

6속 응답하라 소년부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간사)

1.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2.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교회소식
대표기도
기도송

Church Announcement

김용석 집사

원띵챌린지 2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일상 속 모든 선한 노력”

Coming Soon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봉헌 및 찬양

손으로 묵상
창세기

* 헌금위원 : 김용석, 한호철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맘에 미움 없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2.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으소서
3.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성경봉독 * 창세기 5장 21절 - 6장 8절
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5 므두셀라는 백팔십칠 세에 라멕을 낳았고 26
라멕을 낳은 후 칠백팔십이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 그는 구백육십구 세를 살고 죽었더라
28 라멕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고 29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
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30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
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1 그는 칠백칠십칠 세를 살고 죽었더라 32 노아는 오백 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
는지라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
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
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께 은혜를 입었더라 *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카카오톡 친구맺기
카카오톡에서 <배화교회>를 검색하셔서
<친구추가>를 하시면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교회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 배화교회의 청년부가 이번 금-토요일, 팀수양관에서 1박 2일 엠티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청년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2. 배화교회 유아유치부의 이름으로 “에덴유치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름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에덴유치부에서 주일 놀이를 위한 장난감을 기증받습니다. (문의: 백수산나 간사)

3. 부활절 특별찬양을 위한 남성 중창단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남성중창단이 특별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준비하면서 박진수 집사님
과 한경숙 집사님의 성악 지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박진수 집사)
4. 다음 주일에는 “직능별 모임”을 갖습니다.
주부/ 회사원/ 교사/ 프리랜서 등 비슷한 직업을 가지신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속회 모임을 진행하겠
습니다.
4. 원띵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속회 별로 도전 순서를 정해주세요.

설교 김영석 목사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5. 전교인 수련회 날짜가 5월 19일(토)-20일(주일)으로 정해졌습니다.

파송찬양 *

여호와께 돌아가자

6. 다음 주일 속화 모임 후, 정기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축도 *

김영석 목사



가족별 숙소 예약을 위해 오늘 속장님께 수련회 참석여부를 꼭 말씀해주세요.

7. 오늘 배식담당은 2속(3!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