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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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당신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한다.
믿음에 대하여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전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다. “내가 너희 보기
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롬 1:11). 로

창립 1974년 11월 3일

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과 그것을 누리는 믿음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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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한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해 쓴 편지이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아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사회: 기우석 집사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주일예배 안내]

전할 것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결론을 분명하게 찍고 시작한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싶은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시작기도 (Opening Prayer)

사회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선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
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

경배와 찬양 (Praise)

Malena Towers 선교사

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
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설교 (Sermon)

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3). 우리가 믿는 바
가 무엇이며 그 대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들어야 한다. 듣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행위로 그치지 않는다. 반
드시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알게 되고, 아는 것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운다.

그런데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아무것이나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분명
하게 말씀하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한다.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한다. 하
지만 듣는다는 것은 단지 듣는 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 들려주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
주체는 말씀이다.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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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Rabbinic Teachings?”

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

Darlene Line 선교사

“What Specific Miracles Would Identify Messiah According

하지 못할 뿐더러 그 믿음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충분히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회복됨을 느껴요. “그러므로 믿음은

누가복음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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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성도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즉, 믿음 자체가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올

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3,14). 믿음의 시작은 들음이다. 들어야 믿을 수 있다. 마음이 흔들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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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롬 16:26,27). 로마서 16장의 결론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믿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믿음 역시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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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받지

선교부기도모임 / 7pm(매달 둘째

주 월요일)

————————
[다음주일 대표기도]

않으시며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분이 말씀이시라면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아니고 내가 보고 지
금 나에게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류영걸 권사

–김선교의 “믿음은 분투다” 중에서-

5340 White Horse Pike, Egg Harbor City, NJ 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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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회 /교 우 소 식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 서 별 소 식
[선교후원]



이번주는 속회모임 주간입니다.

(기쁨, 거룩)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

오늘 (10/21) 2018년 Church Conference를 위한

다.

여성북클럽 2차 모임이 10월 23일(화)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미사모회에서 10월 23일(화) Longwood Gardens,11월 6일(화) Lancaster 성극 예수 참관 예정
입니다. 가실분은 박민자 권사께 알려주세요.



2018년 Church Conference가 11월 3일(토) 오후
12시 15분에 St. Peter’s UMC, 501 E 8th St., Ocean
City, NJ 08226,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10월 21일(일) 1:00pm 2018년 Church Conference 를



10월 23일(화) 10:00am 여성북클럽 2차모임

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dens 방문
11월 3일(토) 12:15pm 2018 Church Conference
11월 4일(일) 11:00am 창립 44주년 기념 감사예배

(진서, 진후)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

11월 4일(일) 7:30pm 월드밀알 카네기홀 공연

에 “김희기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

11월 6일(화)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본 예

다.
[중보기도요청]



찬양사역자, 성가대 반주자, Youth 전도사, Children 전도사를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
다.또한 후원할수 있도록 제정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밀알 카네기홀 공연이 11월 4일(일) 저녁 7시

10월 친 교 / 헌 화

시는 분은 연석윤 집사께 알려주세요.
11월 4일(일) 주일예배는 창립 44주년 기념 감사예
배로 드립니다.





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하미사모회 성극 관람

30분에 있습니다. 버스예약 관계로 참석하기 원하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
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

하미사모회 Longwood Gar

협력선교사 가정인 김희기 선교사, 박경선 선교사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위한 제직회 모임

에 “문열림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

제직회 모임이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파송선교사 가정인 문열림 선교사, 주은혜 선교사

월 중 모 임/행 사

친교는 점순 Davis 집사님께서, 제단헌화는 께서 섬
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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