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펠 편지 '� 믿음은�허상이�아니라�실상� '

 

 

예배 시간  
2019년  2월  10일

대학생이� 된� 이후�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녔는지� 모른다.� 다른� 나라를� 가면� 배울�

것이� 많고�새로운� 경험이� 되기�때문이었다.� 그러나�세계를� 보고�느끼게� 하셨고� 또� 생각과� 마음을�넓히고�

키우셨지만�반대로�바람만�잔뜩�들� 진� 않았는지�반문해본다.

그래서� 지금은�비행기를� 타는� 것을�그리� 좋아하지�않게� 되었다.� 오히려� 쉬는� 시간이�있으면� 교회나�서재

에�가서�성경이나�책을�읽거나,� 글을�쓰거나,� 기도를�하며�시간을�보낸다.�

나이가� 들어가는� 지금의� 선택이라고� 하겠지만,� 젊을� 때부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삶을� 준비하며� 살았다면�

하는� 아쉬움이�늘� 있다.� 지금에�와서야�그런� 삶을�깨닫고�노력하며� 살려고�하니�너무� 힘이�들고�수도� 없

이�좌절을�경험하기�때문이다.�

‘너는�악인의�형통함을�부러워하지�말며�그와�함께�있으려고�하지도�말지어다_잠언24:1’

우리는� 늘�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마치� 롯처럼� 선

택을� 한다.� 세상의� 껍데기를� 쫓아� 선택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또�

준비하지� 않는다.� 그� 결과� 세월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닌가.� 열매가� 없는� 삶은� 자녀들에게� 되물

림이� 될� 뿐�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후회만� 남게� 된다.�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선택

한다면�얼마나�좋을까.� 그것이�신앙에�있어서�얼마나�중요한가.� 인생에�있어서도�얼마나�중요한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

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

략으로�싸우라�승리는�지략이�많음에�있느니라_잠언24:3-6’

세계를� 다니면서� 보는� 것이� 많고� 듣는� 것이� 많아� 아는� 것이� 많은�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진짜�

내� 것인� 줄만� 알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비교하며� 살았다.� 그런데� 실제로�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말

이다.�

‘네가�자기의� 일에� 능숙한�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사람은� 왕� 앞에�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아니하

리라_잠언22:29’

네팔에� 다녀오면서� 느끼고� 또� 느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삶이� 아니면� 네팔에� 천번� 만

번� 와도�여행밖에�되지� 않겠구나.� 많이�보고� 배우는�것� 보다� 작은�것이라도�내� 것으로�만들어�그것이� 삶

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드릴� 수�

있어야�한다.� 하나님이�쓰신다�할� 때.

‘지혜는�너무�높아서�미련한�자가�미치지�못할�것이므로�그는�성문에서�입을�열지�못하느니라_잠언24:7’

지혜가� 너무� 높다고� 마냥�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입도�

열지� 못한다.� 복음을�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교

회�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내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생각하고�제대로�쓰임받기�위해�준비해야�한다.�

_믿음은�허상이�아니라�실상,� 오승주목사

주일1부 예배 | 주일 오전 10:30

주일2부 예배 | 주일 오후 2:30

금요찬양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 교회학교 예배 안내

태영아유치부예배 (0세~미취학) 오전10:30  201호

초등부예배 (초등생) 오전10:30 402호

청소년부예배 (중고등학생) 오전10:30 406호

✓ 가스펠 중보기도회      오전9:30   본당

섬기는 이들
 
오승주 담임목사  

임대영 목사 (행정,새가족,태영아유치부,비브릿지)

황안나 목사 (중화권,조직신학박사과정)

김순옥 전도사 (개인양육)

최주은 전도사 (청년부,새가족행정)

표 현  전도사 (초등부,심방행정)

윤덕현 교육전도사 (청소년부,대학부,찬양팀)

주일 예배                미국 주님이함께하는교회 

1부: 오전 10:30  /  2부(中文): 오후 2:30 박영성 목사

·시무장로: 황인호 이만수 오병석 장인석
        이형만 김영현 장재석 문수택

·협동장로: 윤노한 

·파송선교사: S선교사 (중화권)

 찬양 가스펠워십

*회개기도 하나님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신앙고백 사도신경
교회 소개  
주 소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2길17 교대빌딩 B1,2F,4F

문 의 | 

 02.583.2014 교회 사무실(FAX겸용)

 010.6495.5709 오승주 담임목사

홈페이지 | 

 www.gospelchurch.kr

생방송 |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됩니다

비브릿지| 국제구호개발NGO 
  www.bebridge.net

 찬송 540장(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대표기도 1부 /  장인석 장로

2부 /  임대현 집사

 성경 여호수아 23:1-13

 설교 여호와께 가까이 하자

*찬양 고백과 결단 

*축도  

 광고 교회 소식 및 교제 
오시는 길  
서울교육대학교� 정문� 건너편�

골목� 1분� 거리에� 있습니다
本教会位于⾸尔教育⼤学正⻔对⾯街道
(可乘坐地铁2号线到达 教⼤站)

지하철�

교대역,�남부터미널역�도보� 10분

버스�

서초21� 350� 144� 500-5�
3012� 500-2� 1553� 6016

주차

제1주차장:�서초구�사임당로�58�

-�기계식�타워�이용,�선착순,�교회에서�일괄정산

제2주차장:�서초구�효령로�304�국제전자센터

-�교회에서�주차권을�배부합니다� (2층홀에�비치)

*표에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금요찬양 예배                  

오후 8:00 오승주 목사

 성경 잠언 12:1-28

 설교 공의로운 길



예배 말씀 주일예배 여호와께�가까이�하자� �여호수아� 23:1-13 교회 소식

 

가스펠 비전                  
 처음�오신�분들을�환영합니다.� � � � � � � � � � � �

새가족부�안내에�따라�예배후�목사님과의�만남이�있습니다.

教会有来⾃中国的事⼯者黄安娜牧师
随时欢迎⼤家的联系。010.8355.0435

l 영적 예배로 돌아가자

하나님이�내�인생의�주인�되시는�고백으로�드려지는�예배

형식적인�예배가�아닌�주님과�깊은�관계가�되어지는�영적�예배

l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자

하나님의�말씀이�나를�통해�흘러�나와�가정,�교회에�생명이�되어지는�신앙

매일�묵상일기를�통해�주님과�행복한�동행이�되는�신앙

l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을�누구보다�사랑하도록�가꾸는�삶

교회,�가족,�이웃,� 3세계,�엘리트에게�축복의�통로가�되는�삶

1. 가스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교육은 기수별로 매달 5주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9-2기 새가족과정이 2월-3월간 새가족실(404호)에서 진행됩니다

2. 새가족 수료

· 오늘 1부 예배 시간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19-1기 수료자: 박지영(여30A), 김선미(여40), 최철훈(남30A), 박세나

(여30A), 마선미(여40), 이석영(남40A)

3. 제직 세미나 안내

· 2019년도 제직 세미나가 오늘 1부예배후 오후1시에 진행됩

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제자(골로새서2:1-5) 

- 직분자는 반드시 참석 부탁드립니다. 

4. 모임 안내

· 오늘 2부예배후에는 2월 대청제자훈련이 있습니다.
 - 연단을 받아 성장하라 (히브리서5:1-14)

5. 세계선교대회를 위한 헌금안내

· 제23차 세계선교대회 1구좌(200만원)를 담당하여 후원합니

다. (1구좌는 선교사1명 초청헌금입니다) 

·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선교대회 기간 중 별도로 후

원합니다. (헌금기간 2월 10일17일/ 선교헌금으로 표기)

. 선교대회: 2019년 2월 19일(화) 예원교회

  선교사합숙: 2019년 2월 13일(수)-15일(금) 덕평

6. 모임 안내

· 대청캠프: 3월1일 금요일 오전10시-오후9시30분, 교회

· 전반기 바이블스쿨: 3월 2일 토요일 오전10시-오후2시, 교회

7. 2월 추천도서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김의수,데이비드서 지음 / 두란노

8. 담임목사 일정 
2/11-15 선교사합숙

예배위원 안내

2월 � 대표기도(1부-2부)� � � � � � 주일예배�안내�

3일 황인호� 장로� � � � � � � � � � � � � � � � � � � � � � � � � �

10일 장인석� 장로� � 임대현� 집사

17일 윤승조� 안수집사� � 리휘� 집사

24일 박진환� 집사� � 김민주

3/3일 정진욱� 안수집사� � 천민지

헌금 안내

예배�중에는�헌금�시간이�별도로�없습니다.

헌금은�들어오실�때� 헌금함에�넣어주시면�됩니다.

온라인 헌금을 권장합니다

먼저� 온라인� 헌금을� 하시고,� 비치된� 헌금� 봉투에� 온라인�

헌금�목록을�작성하신�후� 헌금함에�넣어주세요.

헌� � �금:� � �국민은행� 366901-04-242185�가스펠교회
선교헌금:� �국민은행� 366901-04-243955�가스펠교회

비전헌금:� �국민은행� 366901-04-243942�가스펠교회

비브릿지:� �국민은행� 867901-00-028518�사단법인비브릿지

*비전헌금은�가스펠교회의�비전을�두고�준비하는�기도와�미래입니다.

가스펠교회� 스마트요람� 어플을� 통해� 매주� 개
인헌금�수납�내역을�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헌금시�이름과�헌금목록을�반드시�
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ex)� 가스펠(십일조)

주간 말씀묵상

월 여호수아23:1-13 화 신명기1:1-46 수 신명기2:1-37 목 신명기3:1-29 금 신명기4:1-49 토 창세기14: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