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부-오전 7시 30분
2부-오전 9시 30분

사회: 백운영 목사
Rev. Greg Y. Paek주일예배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215-542-0288

http://www.yspc.org

담임목사

원로목사

제 42권제 36호
2022년 9월 4일

* 표는 일어서서 Please stand 동시통역 Simultaneous Translation

묵 상 기 도
Silent Prayer

송 영 다 같 이
Congregation

예배말씀/기원
Call to Worship/Invocation

시Ps.125:1-2 사 회 자
Presider

* 찬 송
Hymn

9장(53) 다 같 이
Congregation

*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61번-시편 142편
61-Psalm 142

다 같 이
Congregation

*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 같 이
Congregation

찬 송
Hymn

215장(354) 다 같 이
Congregation

대 표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1부-곽일도 장로
2부-장순영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단Dn.9:1-11,17-19 사 회 자
Presider

찬 양
Anthem

1부-날 지키시는 주
2부-누가 우리를

임마누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설 교
Sermon

포로생활(22):구국 기도의 간절함
Prayer for the Redemption of a Nation

백운영 목사
Rev. Paek

헌 금
Offering

헌금송-실로암 중창 다 같 이
Congregation

* 봉 헌 송 및 기 도
Prayer of Dedication

1장 다 같 이
Congregation

*
찬 송
Hymn

493장(545) 다 같 이
Congregation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Preacher



주일찬양예배 다음주기도

1부-심수목장로
2부-류 웅장로
3부-조용찬장로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시

인도-이왕규목사

수요예배
9월 7일 오후 7시 45분 사회: 박형선 집사

다음 주–필라델피아교회협의회 주최 복음화 대회

금요기도회
2022년 9월 9일

인도-이왕규목사
기도-김태란권사

구역찬양-
로어귀니드, 놀스펜

다음 주
기도-류영진권사

구역찬양-
할리스빌, 킹업프러샤

신앙고백 및 기원 사 회 자

찬 양 아이네시스 찬양팀

대 표 기 도 이상근 장로

헌 금 찬송-493장(545) 다 같 이

찬 양 은혜 시온 찬양대

설 교
포로생활(22):

구국 기도의 간절함
단9:1-11,17-19

백운영 목사

* 찬양 및 합심기도 다 같 이

* 축 도 사 회 자

3부-오전 11시 45분 사회: 백운영목사

* 표는 일어서서 Please stand 동시통역 Simultaneous Translation

기 원 사 회 자

찬 송 498장(275) 다 같 이

기 도 권민진 집사

성 경 봉 독 요14:5-7 장인하 집사

찬 양 나를 통하여 샬롬 찬양대

설 교 복음주의적 관점 박미가 목사

간 증

* 찬 송 549장(431) 다 같 이

* 축 도 백운영 목사

김경희 집사 (새생명훈련)

장보근 집사 (전 도 폭 발 )



주일학교 소식

2022년 9월 4일주일학교 Sunday School
예배 시간과 장소 설교 제목, 본문

청년부
오후 1시 30분
제2 예배실

마태복음 5:17-20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정성기 목사 Rev. Sungki Jung

영어중고등부
YSY

오전 9시 30분/11시 45분
소예배실

마가복음 Mark 14:1-25

Killing Jesus
권순호 목사 Rev. Danny Kwon

한어중고등부
오전 11시 45분
제2 예배실

창세기 Genesis 12:1-5

즐거움보다 큰 고통
이건 목사 Rev. Geon Yi

초등부
JEM

오전 9시 30분/11시 45분
블루반

골로새서 Colossians 3:23

Serving the Lord
한선정 전도사 Pastor Sarah Byun

유년부
Primary

오전 9시 30분/11시 45분
블루반

출애굽기 Exodus 20:12

5th Commandments
조혁 전도사 Pastor Hyeok Cho

유치부
Pre-K/K

오전 9시 30분/11시 45분
유치부실

창세기 Genesis 1:1-9

God Made the World
정언자 전도사 Pastor Eonja Jung

유아부
Toddler

오전 9시 30분/11시 45분
유아부실

창세기 Genesis 1:1-9

God Made the World
정언자 전도사 Pastor Eonja Jung

영아부
Nursery

오전 9시 30분/11시 45분
그린반

창세기 Genesis 1:1-31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조화진 전도사 Pastor Grace Cho

사랑부
Special 
Needs

오전 11시 45분
각 주일학교 부서

Integration Class
황정환 목사 Rev. Junghwan Hwang

학생성경암송대회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번주합심기도제목

주일성수 매일성경 매일기도
온전한십일조 열심전도

예배 시간 장소

주일

1부 오전 7시 30분

제1 예배실
유튜브 YSPC LIVE

2부 오전 9시 30분

3부 오전 11시 45분

ELMC
영어

오전 9시 30분
제2 예배실

유튜브 ELMC Media

수요 예배 오후 7시 45분
제1 예배실

유튜브 YSPC LIVE

금요 기도회 오후 8시 제2 예배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시
제2 예배실

유튜브 YSPC LIVE

모임 시간, 장소, 문의

전
도
훈
련

전도폭발
9월 11일개강
김한보 집사 610-389-7233
백훈석집사 215-500-3244

새생명
9월 11일개강
책임간사: 김요셉 장로 267-746-7845
총 무: 신성철 집사 484-788-3755

성
경
공
부

커피
브레이크

(여성)

9월개강
215-542-0288

성경 함께
읽기

토요일 오전 6시 40분
Zoom 671 388 0685
전승현 장로 267-393-2802

성도의기본생활

주중 교회
사무실 운영시간

월 CLOSED
화-토 9시 - 5시

교회 장소
사용신청 문의

박미가 목사 267-467-5152

중보기도요청 신미랑 전도사 267-475-3043

매 주일 저녁 9시는
영생 합심기도시간입니다.

예배 및 모임



교우소식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새가족모임(영생반)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수요예배

알리는 말씀

13｜시니어학교

문의

16｜주일학교 교사 모집

문의

11｜전도훈련생 모집

전도폭발 문의
새생명 문의

4｜교회창립 41주년 기념 음악회

병환

5｜영생장학회

주소

문의

3｜필라복음화대회

일시
장소
강사

2｜가을 성례식

14｜영생한국학교

TA 모집
문의

12｜학생성경암송대회

주보 광고 마감

10｜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

6｜구역모임

15｜임명
영아부 교역자

한어중고등부

7｜달별주제

9월
10월
11월

8｜교회공사 안내

9｜새생명 훈련

김용찬, 장인하, 
노한나, 최선화, 서진희, 김금숙



강단헌화, 친교다과 제공하신 분

온라인헌금: https://apps.yspc.org/giving/
* 지난 주온라인 헌금하신 분명단은 다음 주에 나갑니다.

강단헌화｜심수목(결혼기념) 이은자(손자생일) #715
친교다과｜#715 
점심식사｜#715

지난주헌금하신분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담 임 목 사
원 로 목 사
부 목 사
전 도 사
교 육 목 사
교육전도사

: 백운영 목사 Rev. Greg Young Paek
: 이용걸 목사 Rev. Yong Kol Yi
: 박미가 정재훈 이왕규 고성광
: 신미랑
: 권순호 정성기 이 건 황정환 이대헌 박 운
: 김미영 한선정 정언자 조화진 강지연
강솔로몬 고아람 Michael Hoi

지 휘 자

오 르 간
피 아 노

: 박혜란 이창호 도형상 장기백
황순원

: 장유진 김은혜
: 고수지 김현주 김미영 도영경

영어권 교회
Eternal Life Mission Church

담임목사-조성윤 Rev. Steven Jo
대학부-이현기Rev. Walton Lee인 턴 : 조 혁 사 무 간 사 : 장유진

목양칼럼
우리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지식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인터넷 발달과
개인 접촉이 가능한 SNS의 개발로 인하여 내 이메일뿐 아니라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동영상과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중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Social Network를 통해서 밀려오는
다양한 정보를 잘 구별하고 걸러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나
자신의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날아드는 모든 정보를 다 읽거나 모든 영상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면 기준 없이 나 자신이 흔들릴 수가 있기에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읽는가는 주의를 요하는
일입니다. 은연중에 이단 교리가 우리 안방까지 들어오고, 무분별한 세상 얘기에 실없이 마음을 뺏길
수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약속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성령님은인격체이기 때문에우리의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의 적극적인
초청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매일 교제할 때 강압적으로 이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무엇이
바른지, 어느 결정이 가장 유익한지, 어떤 행동이 덕이 되는지를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려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과 동떨어져 세상적인 목적으로 달려갈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안이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와 계시기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는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감화를 줄 때 우리에게는
서서히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바른 삶이고 무엇이 덕이 되는 결정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일일이 말씀을 찾아보지 않아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신앙적인
성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선택하시고 목적하신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우는 과정을 통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엡4:13)를 우리의 목표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성숙은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는 종교생활을
이어간다면 어떤 변화의 열매도 없습니다. 심지어 직분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아직 고집스럽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정기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언어 순화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SNS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제자리 걸음인 신앙 수준과 교회 밖에서 삶의
모습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으로자라나게 되며열매로드러납니다.여호와께돌아오라는 간절한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