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파송 캄보디아/김창규ᆞ정영란( 가정)1

1. 애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이 미국과 한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2. 튀르키예, 시리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의 고통 받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3.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러시아의 길요한, 남지연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소서. 
4 VIP(.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전도대상자)가 우리교회에 출석하고
    꼭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5. 순모임과 한가족모임과 각종 훈련사역으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6. 우리교회의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 만족한 노후생활을
    허락하소서.
7.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하여 강단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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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민경엽 목사

류경진 목사

신소피아 선교사

정영숙 사모

오전 ６시 30분 

 

  

우종복 장로

강손희 장로

백승우 장로

조종현 집사
임종혁 전도사

  나미비아/임선희,  레바논/이주열ᆞ지희,  러시아/길요한ᆞ남지연,  김문일ᆞ성숙, < >후원
            멕시코/전재철ᆞ순혜,  미얀마/이  동ᆞ수잔,  조현직 ᆞ정윤희,  브라질/이영대ᆞ애림,
            인도/김덕래ᆞ초미성,  한국(본부)/이주희 ᆞ변희예, 미국/박상목ᆞ사라, 
            인도네시아/김귀영  ( 가정)12

< >기관    미국    컴미션(이재환)  
            북한    새터교회/강철호(한국),  그날까지선교회(  UTD)
            중국 안경숙      GBM( )
            한국    이랑학교(정용갑), 합동신학원  ( 기관)6

류마리아 사모

 강손희/정희 김신의 김영철 김줄리아나 나종원/연희 류경진/마리아

    명성천/경란 박내원/소정 백승우/경화 송황의/미서 신동국/소피아 신영구 우대옥

    유병호/혜진 이동/수잔 이범식/영순 임창열/내숙 정문수/명옥 정태호/최신자

 김기자 김봉재 김영임(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민경엽/미숙(둘째

    딸 출산에 은혜주실 줄 믿습니다) 박내원/소정(가족들 건강과 일상 지켜주심에

    감사) 박민철/김경숙 성연선/병연(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양은영/정자(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명원/정균(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무환/정자(등록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임종혁/은미 최경호/사라(생일 축하해요. 건강 유지해서 감사합니다)

    표미희 한홍철/송혜정

 강손희/정희 김수영 김영애 김옥인 김완섭/향영 김익현/화실 김일수/희식

    민병수/은주 박종식/종미 배준한/광자 서상연/지연 신동심 양기수 오제임스 윤미경

    이민종/수남 이비비안 이정자 임막동/정숙 전영각/경심 조종현/미셸 최우준/수정

    한홍철/혜정 무명 명5

 송영찬/영진/영수 이비비안

 강손희/정희 나종원/연희 민병수/은주 박민철/김경숙 백승우/경화

    양은영/정자 이동/수잔 이정화 전영각/경심 정태수/한재연 최경호/사라 여권사회

    무명 명2

 서상연/지연(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신영구 장종섭/순옥

사도신경

마음이 상한 자를(기쁨197)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기쁨191)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270)

        기도 충만        부/에이레네 -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    찬양       

  

        
김신희 권사

충만



 

 기독교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 교회는 종종 부흥운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영적 암흑시대라 불리는 중세에도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영적 각성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과 그 이후 루터나 쯔빙글리, 칼빈, 낙스와 같은 
이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영적각성운동을 추구해왔습니다.  세기에 17
이르러 부흥운동은 미국의 청교도와 경건주의자들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
였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경건주의자
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중시하였고, 양로원, 고아
원, 학교, 병원들을 설립해서 교회의 대 사회적인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
니다.  세기는 가히 부흥이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17, 18
운동(하월 해리스)과 미국의 차 대각성운동(조나단 에드워즈)을 통해 성령1
의 강력한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영미 지역의 부흥 운동은 세기에도 나타났습니다.  년에19 1802
는 예일 대학 학생들의 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고, 그 1/3
후 여 년 동안 미국의 제 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고, 년에는 뉴욕 풀50 2 1857
턴가의 정오기도회(제레마이어 람피에르)가 불과 개월 만에 미국 전역에 확4
산되었고, 그 결과 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미국 전체 인구 천만 명 중에서 3 3
200만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흥운동은 수많
은 젊은 인재들을 세계 선교에 도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아프리
카와 같은 제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운데 은둔의 나라 조선을 3
찾은 이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마펫 같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20세기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부흥
운동(이반 로버츠)를 필두로 하여 호주, 인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드디
어 년 아주사 부흥운동(윌리엄 시모어)에 이어 년 평양대부흥운동1906 1907
(하디, 길선주)이 일어나 국운이 기운 조선의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지난 일 애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8
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학생 채플에서 초빙된 강사(재크 미어크리브스)는 
설교했습니다.  목사는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
의 사랑을 경험해야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을 경험할 때까지는 졸업도 하지 말라!”고 설교하였고, 소수의 학생들이 남아
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고 다른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전
하면서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이 부흥운동의 불은 수많은 사람들
에게 붙었고, 다른 대학들로 옮겨 붙었습니다.  사순절 시즌에 맞이한 부흥운
동 소식은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에 다시 불을 질렀
습니다. 성령이여, 우리교회에도 부흥의 불을 주소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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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키나 찬양팀

마음이 상한 자를(기쁨197)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기쁨191)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270)
  

충만

신동심 권사

 사무엘상 :19  8 - 18

 충만

다같이

 가장 귀한 삶

 다음 주일( 일)부터 써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우리교회 역시12

    써머타임이 적용된 시간으로 모입니다. 에 차질이 없게 오십시오.

 창립 주년 기념 은혜 찬양 콘서트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25 GBC 

    감사드립니다.

 한가족모임 기 주 코스를 수료하신 분들을 환영하며44 5

    축하드립니다.

     김수영 김익현 남광우 오제임스 김영임 이비비안 표미희 (이상 명)7

 지금은 월 일(토)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4 8

    ① 경건의 시간( 을 회복합시다. QT)

    ② 성경 일독에 더욱 힘쓰시고 매일의 새벽기도회(라이브톡 포함)에 참석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③ 더욱 에 최선을 다 합시다.

 토요새벽예배는 공예배입니다. 모든 제직들은 꼭 참석하셔서

    주일예배를 준비합시다. 예배 후에는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주 순모임은 생명의 삶 월호 페이지 나눔식 소그룹 과3 182 1

    (삼상 을 예습하여 참석하십시오.18:1~9)

     일(화) 저녁 시, 7 8 Blue Jeans

 제자훈련 단계(일대일양육, 주 코스)를 받기 원하시는 분을1 16

    모집합니다.

     한가족모임 수료자

     일(주일)까지19

     민미숙 사모( - - )714 403 2418

 4일(토) 오후 7시, 본당

     Vision Youth Charity Center

    탈북자, 티르키예, 멕시코, 장애인을 위해 기부되는 공연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후, 호102

 계속 제출해 주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틴리(김연권) 박소연, 최명숙, 정승은(김영애) 김향영, 민은주, 윤형기,

    윤미재(김완섭) 노덕장(민경엽) 이승민, Bordon So, Nigh Jroung, 

    Justin Chong(민병수) 민영주(박경자) 이용준, 이은정(박종미) 김영조,

    류순미(박형근) 한영욱(서상연) 오요환(신영구) 강승범(유병호)

    강혜진(유혜진) 김쌍순(이정화) 이복현(임정숙) 엘렌, 제니홍, 홍이(정명옥)

    손혜림, 조규승(조미셸) 준규(무명) (총 명)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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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미숙 사모 문승용 집사 문은주 집사

이무환 집사/이정자 권사(반석순/ 순장: 백승우 장로)
김영임 성도(마중물순/ 순장: 김지수 권사)

이혜령 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