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57-47 2020년 11월 22일

주일예배 1부 7시 45분 ㅣ 2부 9시 15분 ㅣ 3부 10시 45분 ㅣ 4부 12시 15분 ㅣ 5부 2시 ㅣ 6부 7시

알림 Announcement

영상광고

경배와찬양 Praise & Worship

다 함 께
사도신경

다 함 께

찬송 Hymn

592

다 함 께

기도 Prayer

1부 최춘성 장로 / 2부 김희경 장로

대표기도자

레 23:39-44(구 183)

사 회 자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다 함 께

봉헌 Offering
찬양 Choir

세

시온찬양대

2부 주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세

호산나찬양대

1부 다

3-6부 경

설교 Sermon
찬송 Hymn

감

배

사

드

와

리

찬

양

헤세드찬양단

내 인생, 축제처럼 살 수 없을까?

방 성 일 목사

행복296

다 함 께

축도 Benediction

꿈과 행복의 동산 하남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소속입니다. 지역
사회와 만나며, 누구나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쉼과 회복의 공간을 통해 밝은
내일과 행복한 문화를 창조해 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김 무 환 원로목사 / 방 성 일 목 사

WORSHIP & INFO 예배 및 집회안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주일찬양예배
오후 4시

수요기도회

교회소식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주일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 후 빵을 나눠드립니다.

오후 7시

가정 예배를 위한 Tip
1. 깨끗한 복장과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 지참
2. 시간은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3. 말씀, 기도, 찬송의 순서는 자유롭게
4. 가족 구성원 모두 아는 찬송과 찬양 선곡
5. 대표기도는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6. 성경 본문 읽기는 모두가 함께
7. 설교는 홈페이지 설교영상과 3분 터치 활용
(금주 주일설교영상 추천)
8. 모두 돌아가며 오늘의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홈페이지 감사노트와 큐티노트 활용)
9. 감사와 중보 기도(가정・이웃・교회・나라 위해)
10. 주기도문으로 마침

금요성령집회오후 9시
One Thing Night _내 생애 마지막 한 달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시
월-금: 담임목사, 부목사
요일

본문

제목

월
화
수
목
금

행2:14-21
행2:14-21
마6:25-34
마6:25-34
삼상16:6-13

5년 후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1
5년 후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2
그대를 위한 희망 프로젝트 1
그대를 위한 희망 프로젝트 2
나는 나를 넘어섰다 1

목자모임 추후 공지
예배를 돕는 사람들
다음주 예고

주일예배 기도
오후예배 안내

1부) 김문태장로
추후 안내

찬양대

지휘자

오르간

피아노

시온

허 양

김수진

김현정

호산나

이정근

샤 론

홍온복

안혜련

예배시작 5분 전에 상영합니다

● 추천도서
하형록, [메이크 뮤직], 두란노

이미현
유영나

2부) 이광열장로

반주
반주자
수요반주 권희은
권정은
최슬기
새벽반주 권정은
성은아
이아름

● 성찬식
다음 주일 1~6부 예배시 있습니다.
 세례ㆍ입교 교인 중 온라인 예배 참석자는 주중
[11/24(화)~28(토)] 사무실 방문 성찬키트 수령
●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캠페인 안내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새벽기도회가 계속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타할 시에는 있는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구 목사를 통해
사유가 소명되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 2021년도 사역팀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각 사역팀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세부 산출내역 상세 기록 요망)
 서식: 홈페이지 자료실/ 사무실
● 2020년도 회계감사 안내
 회계장부 및 근거서류 제출: 12/6(주일)까지
1층 사무실
 사역비 잔액 환입: 12/13(주일)까지
[국민, 664201-04-052172, 하남교회]
●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
자신의 몸에 이상이 감지되면 가정에서 예배한다.
1. 교회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예배 포함)
2.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3.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
4. 교회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 사용
5. 교회 출입시 발열체크기에 체온 측정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동정(결혼)
 이덕기성도 김지영권사(5교구): 차남 이현진 형제
11/28(토) 오후 2시/ 강동웨딩KDW 3층 블랙스톤홀
● 강단헌금
 우재욱집사 서명순권사(4교구): 부친 장례 은혜중
마침 감사
 김미경성도(3교구): 자녀 결혼 감사
 장현숙집사(4교구): 자녀 결혼 감사

강단헌금 (11월 강단 장식)
박흥길집사 조수연권사/ 유형철집사 박우순권사
권효섭ㆍ정운주집사/ 이경숙집사
이민호ㆍ이명자집사/ 편종철형제/ 공창균집사
이재형집사 박명혜권사/ 박찬성집사 이금범권사

MESSAGE

금주의 말씀

내 생애 마지막 한 달④

내 인생, 축제처럼 살 수 없을까?(레 23:39-44)
우리는 지금 ‘내 생애 마지막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다.
다시 못 올 11월을 눈부신 의미로 만들어 가고 있다.
축제를 기다리듯 매일 매일 기다림으로 때로는 설렘으로 아름다운 나의 계절이 되기를 꿈꾼다.
1. 사람은 (

)으로 사는 존재다.

2. 인생 축제의 불꽃은 (

) 타오른다.

3. 마법 같은 하나님의 선물은 (

)이다.

11월 설교제목

인생이란 늘 부족을 느끼며 사는 존재다.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고 그것이 못내 후회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 스스로 결심하는 것이다.
‘내 인생 하프타임을 위한 30일’이 지나면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싶다. “나는 나를 넘어섰다.”

1
8
15
22
29

영화 '국가대표'
멈춤, 인생의 뒤안길 돌아보기
우리는 왜 쉽게 만족하지 못할까?
내 인생, 축제처럼 살 수 없을까?
소중한 당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WELCOME

환영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16:3)

NEWCOMER
1교구 이태준목사

2교구 김태훈목사

3교구 박준의목사

4교구 김정환목사

5교구 지윤수목사 6교구 김학진목사

382-11 홍아린(홍기용)

7교구 김이레목사

8교구 조학장목사

9교구 류일선목사 10교구 이신효목사 1청년 한이레강도사

387-27 서경훈(박경희)

스스로

389-9 남규리(정연희)

383-47 안이삭(스스로)
384-48 신미영(스스로)
385-49 안선후(스스로)
2청년 김승한목사 386-50 안선율(스스로)

388-24 한재엽(김예성)

강명숙성도(7교구)

김상탁성도(10교구)

김영숙 권사(6교구)

김영순권사(5교구)

남규리성도(1청년)

박강숙집사(9교구)

신미영집사(10교구)

신영실 권사(9교구)

안이삭집사(10교구)

이경숙 권사(6교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재엽성도(2청년)

새가족
모 임

한천길 장로(6교구)

교회 등록을 원하시면 2층 로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소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오전 11시 10분, 오후 1시 30분
1,2,3,7,8,9,10교구: 2층 새가족실
4,5,6교구: 4층 새가족실
■ 수요일 새가족반: 오전 10시

새가족
등록순서

1. 등록카드 작성
2. 새가족 환영
3. 교역자와 만남
4. 기념 촬영

OFFERING

향기로운 예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126:5)
[십일조]
강근자 강명원 강미라 강미화 강민석 강소이 강옥순 강인구 강철원 강현주 강희옥 고복순 곽미혜 권해경 그 루 김경자 김귀모 김금성 김기호 김길자
김대성 김명순 김민화 김민효 김복례 김복순 김상용 김선숙 김성우 김성희 김소연 김수영 김수진 김숙자 김순섭 김영설 김예찬 김옥선 김윤희 김이레
김인숙 김정도 김종완 김종준 김지영 김지은 김진성 김진우 김진한 김창기 김춘매 김태수 김태훈 김학록 김학진 김현순 김형준 김홍현 김화자 김희주
도명진 류승종 류일선 류지윤 문민욱 민영휘 박경란 박대복 박명원 박문숙 박선규 박연희 박용석 박우근 박운형 박윤규 박은숙 박일심 박정민 박정숙
박정임 박종산 박주란 박주영 박준의 박평수 방은림 서건우 서길녀 서미자 서병원 서순희 서영순 서예영 서형인 성낙형 성민영 손유섭 송명화 송옥단
신동학 신명희 신민호 신석범 신영실 신영희 신옥동 신용석 심윤자 심현순 안진수 양정윤 양정자 엄평례 오하영 오학순 왕민순 유강희 유상희 유선희
유순자 유영숙 유정숙 윤갑수 윤선근 윤영애 윤은희 윤종옥 이금순 이난희 이덕영 이명훈 이미영 이미옥 이미자 이범익 이보천 이봉래 이상석 이상휘
이성규 이성미 이송재 이승준 이신효 이영숙 이영운 이외수 이용회 이원영 이유나 이윤미 이윤태 이재극 이정상 이정아 이종만 이종여 이종점 이주희
이준식 이진자 이진태 이태준 이혜선 임경빈 임경순 임분옥 임순옥 임원하 임재윤 임태순 장유순 장일병 장화일 전양수 전용순 전태종 정경분 정영화
정윤명 정재우 정진수 정창일 정희숙 조성미 조성욱 조인애 조재형 조정례 조정숙 조학장 지봉진 지서영 지윤수 진예찬 차은숙 차재희 최갑진 최경희
최병호 최숙인 최야실 최영혜 최예은 최인범 최인환 최일순 최재붕 최진희 한동훈 한명우 한용규 한이레 한현규 허진선 호경숙 홍나엘 홍순자 홍영표
황 웅 무명
[감사헌금]
강명아 강석준 강영수 강예진 강희상 강희홍 경민정 경영숙 고복순 고은진 고희철 곽기선 구유진 권순재 권영민 권종순 금해연 김경숙 김경임 김경준
김귀모 김금성 김명희 김미라 김민지 김병연 김상이 김선덕 김선주 김성곤 김성주 김성현 김성희 김순례 김순섭 김양성 김영숙 김영주 김영호 김영화
김영훈 김영희 김예지 김예찬 김옥이 김완순 김윤선 김은선 김이레 김인숙 김재원 김정미 김정배 김정연 김정자 김정환 김종금 김종례 김종완 김주현
김주현 김지성 김지연 김지영 김지윤 김진희 김태연 김태훈 김학진 김한수 김해영 김현주 김현호 김혜인 김혜진 김홍실 김효성 김희란 남경호 남우성
남현우 노승용 노승천 도명진 도영준 류민숙 류일선 류진순 마선희 모현숙 문영식 민경명 민경순 민영휘 박미경 박미연 박미정 박상희 박선주 박성은
박성철 박순남 박양금 박용석 박우근 박운형 박유정 박은준 박일심 박정숙 박정원 박종분 박종애 박주종 박준의 박태복 박하은 박향실 박희숙 박희정
방경현 방선호 방성일 배미화 배서현 배우열 배은미 백명순 서미순 서병원 서상옥 서영순 서영자 서재영 소충호 손명웅 손옥수 손은옥 송옥단 송정자
승연경 신동학 신봉우 신상옥 신영희 신우석 신우희 신은경 신장미 신창흔 심경순 안건자 안성희 안정아 안지영 양선용 양정자 엄평례 여소영 염시원
오경자 오맹임 오석길 오진숙 우병천 우성용 원황호 위재정 유수만 유순영 유순자 유진원 유형철 윤경준 윤달순 윤선근 윤웅희 윤은희 윤정순 윤지성
윤하나 이강재 이경진 이광환 이규옥 이금순 이동열 이명길 이명훈 이무송 이민주 이병희 이보천 이상석 이상지 이수진 이신효 이애숙 이연옥 이영란
이영숙 이예성 이용범 이윤희 이자영 이재미 이정상 이정숙 이정은 이종호 이주원 이 준 이지훈 이철수 이철호 이하나 이혜근 이혜진 이호형 이희연
임금자 임미경 임수영 임원하 임재윤 임지원 임찬모 임춘자 임현주 장경남 장민진 장 설 장순순 장재은 장춘희 장혜경 전범석 전보경 전옥녀 정병민
정상희 정육만 정재우 제재한 조덕순 조라운 조미순 조민혁 조석래 조수정 조연주 조영찬 조인애 조인호 조정례 조정숙 조정자 조지훈 조학장 조희자
주선노 주설란 주영례 주은숙 주현우 지복열 지윤수 진선형 채희정 천선희 천영락 최대식 최미선 최미숙 최미현 최예은 최인범 최일순 최일심 최정숙
최종식 최진호 최진희 최춘성 하지승 한문자 한용규 한은정 한이레 한지은 한진영 한황용 함복순 허경준 허귀옥 허은옥 허지안 호경숙 홍기용 홍나엘
홍순덕 홍아린 황민호 황상분 황상순 황운규 황정인 황준호 무명
[월정선교헌금]
강근자 경영숙 구재림 권영주 김경숙 김귀모 김도현 김명희 김미경 김봉환 김상용 김애자 김이레 김재수 김정도 김정숙 김지현 김태수 김태훈 김학심
김학진 김홍석 류일선 박삼규 박선영 박은영 박일심 박준의 방은림 백군자 변만석 변정희 서건우 서병원 서현민 서현준 손문달 신동학 신명희 안지영
안진수 양차수 여순자 왕민순 유선애 유재평 윤영애 이경아 이경용 이미화 이보천 이성규 이승돈 이신효 이영숙 이영운 이재극 이철봉 이태준 임선임
임태순 장민진 장춘자 정경분 정양례 정영순 정용범 정윤화 조길순 조승호 조청자 조학장 지윤수 채이두 최영희 최예은 최옥심 한문자 한이레 허귀옥
홍나엘
[치앙마이선교월정헌금]
강근자 강중훈 김귀모 김남수 김상용 김선경 김선숙 김순영 김이레 김점자 김정도 김정배 김정숙 김종준 김지현 김진희 김태수 김태훈 김학진 김화연
류일선 박연희 박일심 박정숙 박준의 서병원 서형인 손영미 신동학 안진수 양차수 이경선 이금순 이병애 이보천 이봉래 이승돈 이신효 이영란 이유나
이재순 이철우 이태준 이현선 임태순 장봉례 정순이 정영순 정용범 정철순 정회주 조제면 조학장 지윤수 차제환 최병호 최예은 한이레 허 양 홍나엘
홍영표
[월정헌당헌금]
강근자 강병철 경영숙 고복순 곽송자 구재림 김경숙 김경화 김귀모 김명희 김미애 김상용 김수미 김순배 김이레 김재수 김정도 김정숙 김정순 김진아
김태훈 김학심 김학진 류일선 마인자 문혜원 박경란 박경숙 박원규 박은준 박일심 박정숙 박준의 박창용 반순자 변영자 서병원 서옥란 서현민 서현준
신동학 신명희 신혜진 심선화 안지영 안진수 양차수 여순자 왕민순 윤영관 윤종옥 이금자 이명남 이보천 이상순 이승돈 이승분 이신효 이윤배 이재극
이종점 이철우 이태준 이현아 이희성 임태순 장춘희 정경분 정경순 정명주 정순이 정양례 정용범 정인수 정종필 조청자 조학장 주선노 지윤수 진병숙
채이두 최기환 최병호 최예은 최정은 최진희 최현숙 한영자 한이레 한재민 허귀옥 홍나엘 황숙진
[일백번제헌금]
강성민 김경희 김정배 박재범 박주란 서동옥 손옥수 신정임 유수만 윤경준 차명희 천남희 최세연 최종식 한남희 허 양 호경숙 홍신숙
[일천번제헌금]
권정은 김순배 김예건 김예한 김유림 김은미 김정회 김학진 김헌식 김혜인 김화자 나갑선 남현정 박영자 박인영 박희서 방은경 서미자 신동학 신은주
안병순 안해솔 오진숙 원소희 유강희 유영숙 윤진희 이경아 이기선 이명숙 이병남 이선경 이용회 이은혜 장정숙 전보경 전영미 전옥녀 정재우 조덕순
조지훈 주성현 주양숙 주희진 차제환 최경숙 최영희 최정식 최현미 한미연
[추수감사헌금]
강근자 그 루 김은혜 김춘매 송정옥 신점임 오정은 윤매숙 이점복 이준영 이지연 전선우 최병훈 최향자
[장학헌금] 곽기선 김이레 정창일 		

[기타목적헌금] 김미경 우재욱 장현숙 행복한가게

헌금명단은 주일 1~4부 예배시간까지 드린 헌금과 주일 오전
9시 30분까지 송금된 온라인 헌금이 기재됩니다. 이후에 드린
헌금은 한 주 후에 게재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시 송금자명 기입 방법안내>
"교구+이름+출생년도 끝자리 두 숫자+헌금 종류"
예) 1홍길동65십일조 2홍길동85감사

일반헌금 송금계좌 (예금주: 하남교회)

664201-04-052185
차세대 글로벌드림센터 부지헌금 및 건축헌금 송금계좌 (예금주: 하남교회 건축부)

664201-04-052200
치앙마이 선교헌금 송금계좌 (예금주: 하남교회 선교부)

664201-04-054501

MISSION

국내외 선교 & 모임안내

상담아카데미

수요여성예배

1학기(3~5월) 2학기(9~11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1학기(4~6월) 2학기(9~11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초 등 부 ┃ 오전 9:00~오후 4:00 (월~금)
써니힐 국제학교
중 고 등 부 ┃ 오전 9:00~오후 6:00 (월~금)

교회를 섬기는 이들
원로목사 김 무 환 담임목사 방 성 일
부목사

행정
1팀장
2팀장
3팀장

하남제자훈련학교(HDTS) 양육 프로그램
성장반┃4~5월, 9~10월/요일과 시간은 교구별로 진행
바이블 아카데미┃3~5월, 9~11월/주일 오후 4시
소울터치(Soul Touch)┃2~4월/매주 토 오후 4시
목장 모임 안내
교

구 담당교역자

해당지역/목장

1 교 구 이 태 준 진모루, 석바대, 신장1동, 홈플러스, 덕풍3동
2 교 구 김 태 훈 은행, 신안, 백송한신, 백조현대, 현대홈타운
천현사거리, 장미, 강일, 광주, 퇴촌
3 교 구 박 준 의 벽산, 상역말, 하역말, 한솔, 쌍용, 산곡,
농인수어
4 교 구 김 정 환 참아름, 우남, 주공1,2,3, 풍경채, 대명, 부영
에일린의뜰, 대명루첸
5 교 구 지 윤 수 수릿골, 선우, 은하, 솔파크, 덕풍시장, 남양주

EM목사
협동목사
강 도 사
전 도 사

교육전도사

6 교 구 김 학 진 아이파크1,5, 삼부, 동원, 대명세라뷰, 주공4
동부센트레빌, 서울
7 교 구 김 이 레 초원, 풍전, 에코, 동아, 한국, 동일, 더샵
8 교 구 조 학 장 동부초, 우체국, SD병원, 하남자이, 모범
힐즈파크, KCC
9 교 구 류 일 선 1~10단지, 17~23단지, 30단지, 33단지

유
학
원로장로
사역장로

10교구 이 신 효 11~16단지, 24~29단지, 31단지, 32단지
청년교구 한이레, 김승한

국내외 선교

새가족 유정임, 이승미

MISSION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 8)

국
내
선
교

[노회] 나들목교회, 소망교회, 번천제일교회, 더새로운
교회, 좋은땅교회, 노회미자립
[전국] 연양군교회, 천군군인교회, 하늘꿈교회, 서면교회,
샘물교회, 풍산교회, 용인명지교회, 만남의 교회, 아세아
연합신학, 기독신문, (사)교회법학회, 하늘양식교회, 큰
사랑선교회, 현대종교, 신약학연구소, 어린이전도협회,
이원서부교회, 임실교회, 학리교회, 목양동산교회

해
외
선
교

[파송] 태국(심창섭), 대만(김학희), 남아공(안순근), 태국(조민혁)
[협력] 태국(이성상), 태국(김석우), 태국(방연상), 우크라이나
(최하영), 나미비아(김창덕), 모로코(최명희), 터키(박상윤), 미얀마
(이희경) [평신도] 스리랑카(도재춘), 몽골(신봄)

생활상담
결혼상담
신청안내

상담 분야┃ 결혼, 법률, 세무, 심리/관계, 의료, 부동산/건축
금융/손해사정, 기업경영, 진학/취학진로, 미용

상담 신청┃ 생활상담 신청서 작성/교회홈페이지에 신청
시간 /장소┃ 매 주일 11시~15시까지 / 5층 생활상담실
문 의 처┃ 이희성 장로 (010-4231-3861)
조희자 권사 (010-5328-1953)

행정장로

협동장로
은퇴장로

사
무
디 자 인
관
리
차량관리
수 양 관
경
비
미 디 어

서 병 원 010-5008-7301
이 신 효 010-7114-0244
류 일 선 010-7444-8637
지 윤 수 010-2345-7795
유 병 운 010-3766-8845
조 학 장 010-5441-7405
김 학 진 010-3218-1542
김 태 훈 010-3327-3766
박 준 의 010-8767-0518
김 정 도 010-3407-1535
이 태 준 010-7237-7057
김 이 레 010-8829-0442
김 승 한 010-6665-0097
김 정 환 010-3638-9310
서 광 일 오레곤 하남교회
이 흥 섭 010-3675-0675
RABIN SHREEPAILI
최 종 철 010-5287-8020
한 이 레 010-5471-6895
김 지 성 010-4995-3868
박 일 심 010-2203-3941
유 정 임 010-5051-3647
이 승 미 010-7550-4435
홍 나 엘 010-9654-6339
안 진 수 010-9707-7263
강 미 라 010-3088-9760
최 예 은 010-9152-8591
박 정 숙 010-8253-1720
양 재 민 010-2285-1568
박신구 윤삼열
이구상 이귀선
박대복 최인환 이재만 박원규
류인대 최병호 김종준 최춘성
김문태 김상용 이희성 김범준
김헌식 김찬은 이용회 성낙형
이외수 장일만 방신규 김희경
이광열 정용범 차제환
나홍영 유성근 최병훈
손봉상 이종관 윤영배 이계흥
박운형 김규현 송해준 함용주
정익수 허효구 김봉환
장 민 진 010-9001-4780
류 민 숙 010-3717-7357
이 광 훈 010-8864-3415
문 봉 길 010-8769-0801
최 명 환 010-5044-5678
황 순 하 010-5387-3757
심 성 윤 010-7409-7717
강 민 석 010-2817-0129
정 주 일 010-6384-0956
강 인 구 010-2017-3710
김 영 권 010-8376-9753

SERVICE & DIRECTION 예배 시간 및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안내

시간
오전 07:45

2부 은혜의 예배

오전 09:15

3부 감동의 예배

오전 10:45

※ 수어 통역

4부 열정의 예배
※ 영어 통역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장소

1부 경건의 예배

예배 및 집회안내
영아부(0~3세)

벧엘성전

유아부(4~5세)

오후 12:15
유치부(6~7세)

5부 젊은이 예배

오후 02:00

6부 직장인 예배

오후 07:00

프라미스홀

E.M. Service
영어 예배

오후 02:00

써니힐4층

오후예배

오후 04:00

벧엘성전

목자모임

오후 05:00

교구별
지정장소

새벽기도 (월~금)

새벽 05:00

벧엘성전

수요기도회

오후 07:00

프라미스홀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프라미스홀

One Thing Night

오후 09:00

벧엘성전

유년부(1-2학년)

초등부(3- 4학년)

소년부(5- 6학년)

자유롭게

각 가정

오전 09:15

2부

오전 10:45

3부

오후 12:15

1부

오전 09:15

2부

오전 10:45

3부

오후 12:15

1부

오전 09:15

2부

오전 10:45

3부

오후 12:15

1부

오전 09:15

2부

오전 10:45

3부

오후 12:15

1부

오전 09:15

2부

오전 10:45

3부

오후 12:15

1부

오전 09:15

2부

오전 10:45

3부

오후 12:15

장소
써니힐 1층

써니힐 2층

요셉마을

사무엘마을

다윗마을

다니엘마을

1부

오전 10:00

써니힐 3층

2부

오후 12:15

프라미스홀

1부

오전 10:00

프라미스홀

2부

오후 12:15

써니힐 3층

영어예배

오후 02:00

써니힐 4층

사랑부(장애우)예배

오후 12:00

느티나무마을

중등부
고등부

목장모임 (월~토)

시간

1부

DIRECTION
5호선 미사역 1번 출구) 마을버스 10번, 3-2번: 하남교회 앞
마을버스 5번, 50번: 덕풍시장 앞
9302번: 새뜰마을A 3단지 앞
2호선 잠실역 1번 출구) 341번: 덕풍시장 앞
잠실역 8번 출구) 30-3번: 덕풍시장 앞
강변역 1번 출구) 9304번: 덕풍시장 앞
교회부근마을버스: 2, 3, 3-1, 5, 10

교회 셔틀버스 안내 교회 홈페이지 참고

www.hanam.or.kr

사무실 100~102 교역자실 103~113 차량 114 관리 115 상담실 734-1004, 119, 794-7569(직통) 교육부 사무실 503, 504
셀라서점 120 셀라카페 121 청소년비전나라 796-1199 써니힐국제학교 795-2226, 792-2222 써니힐유치원 793-7979
초롱어린이집 791-059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796-0455 장애인단기보호시설 796-0005

불가능한 현실의 장벽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앞선 예지와 통찰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전통적인 교회 울타리를 걷어내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은 교회로 이끌고 있는 열정과 눈물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여고의 교목으로, 청소년 단체 지역총무,
교육목사로 젊은이들을 위해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가 목회상담 박사 학위를 받고 2007년 4월 하남교회로 부임했습니다.

마법 같은 선물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자신을 돌아보기 좋은 도구는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일상입니다. 보통 거울은 외모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사람은 의외로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살이 쪘네', '안색이 어둡구나' 등을 살핍니다.
청년기를 지나고 중년기에 들어서면 흐르는 세월의 흔적을 자신의 얼굴에서 보게 됩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지만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젊을 때
입니다. 잘 익은 포도주처럼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젊은이들이 ‘라떼’(?)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기 고집과 경험만 주장하는 ‘꼰대’가 아닌
누구든 품어주고 다독여 줄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의 강가에 서 있는 우리가 멋진 포도주처럼 익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넉넉한 미소를 품는 연습입니다.
예쁘다는 것은 모양을 말하는 것이고 아름답다는 것은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얼굴이라도 미소가 어려 있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싸늘한 얼굴
찡그린 얼굴이라면 잘 생겼다 해도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펴는
연습은 자신을 가꾸는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밝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훨씬 좋고 아름답습니다.
둘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연습입니다.
살아있는 몸은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으면
싸늘한 시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은
사람의 향기입니다. 향기가 있으면 벌 나비가 찾아오듯 따뜻한 사람의 주변에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연습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태도 연습입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의 우물이 하나씩 있는데 그 물은 감사입니다.
그 물을 길어 내면 메마른 인생이 푸르게 됩니다. 시든 인생이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가
맺히는 가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심어두신 영혼의 샘이 있기에 그것을
길어내면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서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 주신 마법 같은
선물,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느니라”(잠 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