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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예배 순서 오전 11시 인도 박현수 목사 

*기    원 묵  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양 
•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 하늘의 문을 여소서 

기    도 최의순 장로 

성경봉독 이사야 54장1–17절 

특별찬양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 -찬양대- 

설    교 
“외쳐 노래할지어다!” 

-박현수 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양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봉헌기도/축도 박현수 목사 

2023 전반기 교회 표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사 65:17) 

   ◀ 광고 ▶ 
• 정기 당회: 오늘 (2/5) 친교 후. 새가족실 
• 이번 달부터 친교 후 설거지를 비롯하여 친교 후 뒷정리를 한 달씩 구역별

로 합니다. 2월 뒷정리는 1구역입니다 
• 친교: 이번주–최의설 장로 가정, 다음주–이맹표 장로 가정 
• 출타: 노재정 장로 가정, 이정하 집사 가정 
• 협력기도: 권순조 권사, 김국태 집사 
• 다음주 기도: 김태종 장로  

◀우리는 성전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는 만큼 우리도 
바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뿐이 아닙니다. 교회도 바껴야 
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 또한 바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강대상이 높은 곳에 있었고 아
무나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극장처럼 오히려 강대상이 낮게 있
기도 하고, 이제는 무대가 되어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며 각종 공연도 합니다. 그러
나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
신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요, 제사장은 중보자
로서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라고 해서 더 거룩한 장소도 
아니요 제사장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성전이 사라지고 제사장
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고,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지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
요,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문제요 책
임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며 우리의 삶도, 신앙 생활의 모습
도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하지만, 우리의 사명과 책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
다. 우리는 성전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박목-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 목사 박현수  
E.M 목사 홍정모(Abraham) 
교육전도사 신준식(James, 유초등부)      
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종 
성가지휘 강수경  
반주   한은정      
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       
 

◀ 후원 선교사 ▶ 
 
MTW – 강충만 
캄보디아 – Nuth Sydeth 
NOVO(NK) – 서예레미야 
니카라구아 - 정연효 
REI – James Kang 
Global Hope – 조용중 
*우리는 교인의 1%를 선교 보
내는 1% 챌린지 교회입니다! 

Youtube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 금요 찬양 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토요 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Youtube QT 방송: 화요일, 목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