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 칼럼

“우리에게 부활절은 오늘만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스터 에그, 이스터 버니, 귀여운 병아리 등 여러가지 아기자기한 Easter 용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에그 헌트와 파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무엇을 생각하실
것입니까? 월요일이 되면 이전의 문제와 고민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입니까? 크리스천에게 부활절은 해마다 돌아오는
행사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확실한 실체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절 만큼 중요한 기독교 진리는 없습니다.

2017년 표어

복음을 맛보아 아는 기쁨 (마 13:44)

사도바울은 부활절에 대한 확신없이 예배 드리는 이들을 ‘더욱 불쌍한 자(고전 15:19)’라고 했습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매일 경험하며 적용하는 진리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27)”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가장 확실한 능력과
소망은 이 부활의 역사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죄와 수치는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됩니다. 이 사실은 과거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감사하시면 그 안에서
회개가 나올 것이고, 다시 믿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시고, 우리 마음안의 우상을
깨뜨리시면 용서와 깨끗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둘째, 부활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부활은 우리의 과거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사도바울은 골로새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saint,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직도 우리
모습은 완전하지 못해서 아무 것도 아닌 것에 화를 내고, 불평과 염려로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정의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모든 죄를
소멸하셨기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정의내립니다. 이 사실은 영원한 진실입니다. 사단의 잘못된 공격에
농락당하지 마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시며 다시 회개와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이스터 에그, 이스터 버니, 귀여운 병아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부활절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일년 내내 즐거운 부활절의 역사를 경험하세요!

김청자, 이인수, 이연숙
노진희, 유헬렌, 윤정숙
김보비, 이옥준, 정동선

4월 16일

4월 23일

라몬 1

일자

April 16, 2017

ANC 예배안내
주일예배

한국어 예배 (A, 본당)
1부 08:00am
2부 09:45am
3부 11:45am
4부 1:45pm (젊은이 예배)
KidzWinc (어린이) (G, F, E)
09:45am, 11:45am
중등부 (D)
09:45am, 11:45am
고등부 (C302)
09:45am, 11:45am
장애우예배 (M913)
09:45am, 11:45am
한어 중고등부 예배 (B207)
11:45am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찬송

Hymn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기도

Prayer

성가팀 찬양

Choir

성경봉독

AWANA (GYM) 2:00pm

4월 예배안내

1부 조보현
2부 권대용
3부 김은석

담임목사 김태형

ANCC 영어예배 (M800)
09:45am, 11:45am

담임목사 김태형

4월 헌금

Know the Gospel, Find Joy (Matthew 13:44)

파사데나

대표기도
1부
2부
3부

4월 23일
강순곤 장로
방영덕 장로
윤영선 장로

4월 30일
서진성 장로
정진원 집사
김상돈 집사

주방섬김(식사, 설거지) 봉사 공동체
4월 30일

Family Sunday

5월 7일
양승재 집사
이종길 장로
김선겸 집사

5월 14일
손만배 집사
함찬오 집사
장경두 장로

5월 7일

조장

4/16

밸리 1

4/23, 4/30

밸리 2

윤영선

5/7, 5/14

페트라

홍성진

2부(9:10-10am) / 3부(11:10am-12pm) / 문의: 홍일식 장로(323-605-7623)

다락방 소식

ANC 목양 안내

1) 셀라다락방(LA 2, 윤현수/은하)이 오픈했습니다. 축복합니다!
2) 공동체의 깊은 관계를 통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다락방에 참여하세요. / 문의: 이은임 다락방 홍보팀장(661-709-9253)

“구원의 확신과 기쁨” 신앙상담

문의: 조 영 장로(661-575-7744), 다인종 전도용 ‘GO! 전도지’ 구매: www.GoNowSave.com

수요예배

성인 수요예배 (A, 본당)
7:45pm
중등부 (D) 7:45pm
어린이 제자훈련
(KidsLinC)(G.F.E) 7:45pm

김영호

금요 기도회 (본당)
8:00pm
HIS 공동체 금디모(E501)
7:00pm
고등부 (LIFE GROUP)
7:15pm
한어 중고등부 예배 (B207)
7:15pm

새벽기도

월-토(A, 본당) 05:30am

새 찬송가 161장 “예수 부활 했으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무덤에 머물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전유정 예배사

1부 권처익 장로 / 2부 김영민 장로 / 3부 권재일 장로
1부 온사랑 / 2부 온마음 / 3부 온누리
골로새서 2:12-15

오늘의 말씀

“십자가의 완벽한 승리” 김태형 목사

헌신과 결단

다함께

Sermon

Responsive Song

금요예배

HIS / ANCC

주차섬김 지파 공동체

Scripture Reading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봉헌과 축도

Offering & Benediction

“주님과 함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 처음 오셨거나 방문하신 분, 새가족 등록을 원하는 분들은 예배 후 본당로비에 있는
새가족실을 방문해 주십시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및 앱(easy tithe)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App 다운로드 후 all nations church / 91342로 접속합니다.
● 2, 3부 예배 시에는 경배와 찬양 중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 제공됩니다.
● 2, 3부 예배 시 영어 동시통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안내석에 준비된 수신기를 사용하십시오.
● Simultaneous English Translation is available for the 2nd and 3rd services.
●

온누리 소식

● 주일예배 안내

1) 오늘(4/16)은 주님의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 부활주일 헌금은 나눠드린 특별 감사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참고: 이번 부활절 헌금의 일부는 남수단 아프리카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2) 다음주일(4/23)은 단기선교파송주일로 지킵니다.

● 수요예배 안내

일시: 4/19(수) 7:45pm / 장소: 본당 / “다윗과 시므이”(삼하 16:5-14) / 설교: 이준성 목사

● 전교인 청소의 날 안내

일시: 4/22(토) 9am-12:30pm / 교회건물 주변 Gardening / 대상: 전교인(탁구부는 전원 참여)
점심(삼겹살) 제공하며, Childcare는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 문의: 운영관리위원회 유재은 총무(213-388-2660)

● LATG (LA Thursday Gathering) “신나는 성경 이야기” 안내

일시: 매 주 목요일(*셋째주는 쉼) 7:30pm / 장소: 마가교회(새성전: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강사: 정용제 목사 / 내용: 찬양과 기도, 성경공부가 있는 새로운 포맷 / 대상: LA 지역에 집이나 일터가 있는 분으로
제자의 삶을 열망하는 분 / 문의: 장대수 장로(562-896-5701), 전도영 장로(818-584-4020)

● 구인 안내

1) 온힘 찬양팀에서 수요예배와 주일 1-3부 ‘경배와 찬양’을 섬기실 실용음악과를 전공하신 반주자(파트타임)를
구합니다. / 문의: 이재용 목사(818-618-0291)
2) 3부 ‘온누리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홍명호 총무(818-632-0482)

● 주차 관련 안내

1) 장애인, 온유회, 페트라 지정 주차 공간에는 지정된 차량 외에 주차를 삼가해 주시고, 새가족을 위한 주차 공간은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일 예배 후 교회를 빠져나가실 때에는 주차팀의 안내 없이는 절대 좌회전 및 유턴을 금지합니다.
3) 교회 주차팀에서 봉사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 문의: 홍일식 장로(323-605-7623)

교우/ 교역자 동정

● 천국환송: 신혜숙(신종준, 라몬 1) 권사의 모친 김진숙 권사께서 4/7(금) 소천, 한국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 ANCC 담임목사(Rev. Michael Lee) 취임예배: 4/23(주일) 4pm / 본당 / 자세한 내용과 참석예약(RSVP) 안내
(https://www.eventbrite.com/e/pastor-michaels-installation-service-tickets-33445152351)
문의: Hannah Chao(213-631-0996)
● 방문: 류기종/고유선 선교사(캄보디아, 4/11-27, 연락처: 213-270-3042)
● 집회: 조 영 장로(4/21-23, 갈보리장로교회, St. Louis, MO)

모임 및 코이노니아

● 4월 전체 다락방 리더 교육 안내

1) 산클, 선랜드, 버글, 라캐나다, 파사데나, 페트라, 온유지파: 4/16(오늘) 1:45pm / 장소: M800(ANCC 영어예배실)
2) LA 지파: 4/20(목) 7:30pm / 장소: 마가교회
대상: 다락방장, 공동체장, 목양권사, 지파장, 사역자
문의: 권대용 총무(213-923-3781), 조상기 장로(213-880-0687)

2) 주일 다락방 모임(1:30pm 이후) / 3) 다락방원을 위한 신앙서적, 다락방 어린이들을 위한 신앙 DVD 도네이션
받습니다. / 문의: 정윤용 팀장(213-820-5161), 홍경헌 목사(626-808-5321)

● 4월 목회자 추천도서 안내

1) ‘하나님의 뜻’(제럴드 L. 싯처, 성서유니온선교회)
2)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맥스 루케이도, 두란노)

● 단기선교팀 모집 안내

1) 키르기즈스탄: 사역 일정: 4/28(금)-5/12(금) / 사역: 의료, 건축, 교육, 음향, IT, 영어 등
문의: 민호태 팀장(213-820-0111)
2) 쿠바: 사역 일정: 5/31(수)-6/7(수) / 사역: 목회자 회복 세미나, 의료사역, 미자립 교회 방문
문의: 김기호 팀장(213-220-2881)
3) Family Mission: 사역 일정: 6/9(금)-11(주일) / 장소: 멕시코 엔세나다 / 등록: 4/16(오늘)
사역: VBS / 문의: 홍기호 팀장(818-284-2522)

● ANC 단기선교 후원을 위한 골프 토너먼트 안내

일시: 5/18(목) 11am / 장소: Sand Canyon CC(구, 로빈슨랜치 CC) / 회비: $100
문의: 최재영 집사(661-607-7174), 김기철 집사(310-940-7125)

● 정기 기도모임 안내

1) 선교 중보기도 / 일시: 매 주일(9:30-11am) / 장소: M903 / 문의: 신혜숙 권사(818-355-2977)
2)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 일시: 매 주일 / 1-3부 예배 때: 새 중보기도실(A116)
문의: 장데비 집사(661-753-6687) / 젊은이 예배 때(1:45pm): 새 중보기도실(A116)
문의: 김승옥 권사(310-321-2860)
3) 금요기도회 / 일시: 매주 금(8-10pm) / 주제: “그들을 고치시고 건지시는도다” / 장소: 본당
문의: 김인주 권사(213-923-2657), 김의구 목사(213-247-4833)
4)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 일시: 매 주일(2부, 3부) / 장소: D410 / 문의: 김선경 집사(310-413-1176)
5)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 일시: 매 주일(9:30-11:30am) / 장소: 환우 중보기도실 / 문의: 유성현 집사(213-675-5753)
6) GM 중보기도 / 일시: 매 주일(10-11am) / 장소: M913(GM 예배실) / 대상: GM 장애인 사역을 중보기도로
동참하실 분 / 문의: 문재화 집사(818-314-2271), 신혜숙 권사(818-355-2977)

● 재정, 법률, 사회복지 상담 안내

1) 상담 분야: 사회복지(SSI/SSP, M-Cal/M-Care, SSDI; 가정방문 간병 도우미, 정신질환환자 혜택, 자살방지
상담) 법률(이민법/추방; 상법-파산/상호등록/상업 소송;상해/교통사고). 연락처와 용건을 Voice Mail에
간단히남겨주시기 바랍니다./ Voice Mail: 213-465-0987 혹은 Email: legalSS@anconnuri.com
2) 상담실 운영: 매월 셋째 주일 1:45–2:45pm, B227에서 상담 및 접수합니다.

세미나 안내

● 제 8기 기도학교 수료 안내

박태순, 유민기, 정춘자, 임정숙, 신정현, 이은옥, 김성혜, 채미영, 임희경, 김수련, 전베키, 최에스터, 유재선, 박영숙,
전혜영, 박윤신, 이윤정, 김윤선, 홍 윤(이상 19명), 축하합니다!

● HIS 청년부 상반기 수련회 안내

● 5월 큐티를 위한 배경 성경공부 안내

● 선랜드 1지파 야유회 안내

● 정신건강초기대응(Mental Health First Aid) 세미나 안내

● 새가족실 물품 도네이션 안내

● 상담 사역팀 주최 치유 독서모임 안내

일시: 4/28(금)-29일(토) 1박 2일 / 장소: ANC Anchor / 주제: Draw Near to God / 강사: 유영택 목사
문의: 조은송 회장 (601-954-5233)
일시: 4/30(주일) 11:30am / 장소: El Cariso 파크 #6 공원 안쪽 끝(13100 Hubbard St., Sylmar, CA 91342)
선랜드 1지파의 모든 성도,무소속 다락방원을 환영합니다 / 문의: 백나오미 총무(213-268-2093),
지정구 장로(213-365-1234)
새가족실이 새롭게 단장을 하려합니다. 좋은 품질의 소파를 도네이션하실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김기호 팀장(213-220-2881), 강애라 목사(661-714-7923)

● 응급처치팀 동역자 모집 및 기구 도네이션 안내

Family Doctors, Emergency Doctors 외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 도네이션 품목: wheelchair, 의료용 bed 등
문의: 일레인박 팀장(661-466-9093), 박한진 행정팀장(213-400-7467)

● 다락방 라운지(B215) 사용 안내

1) 2, 3부 예배 후(11:30am-1pm): 웹교적 사용 교육, 다락방 교재 픽업, 신앙도서 대여, 컴퓨터 사용, 다락방 모임 신청

일시: 4/23(주일) 2-3pm / 장소: C302 / 준비물: ‘생명의 삶’ 5월 호
문의: 심종택 팀장(626-643-2307), 김재섭 집사(213-700-9497)
일시: 4/25(화)-26(수) 9am-1pm / 장소: F601 / 내용: 우울증, 불안, 약물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의 초기증상 발견 및
자살,스트레스, 공황 발작 등 정신적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세미나
문의: 김재원 성도(213-276-5225, jkim@dmh.lacounty.gov)
일시: 4/30-6/4(매 주일, 6주간) 9:15-11:10am / 장소: 상담실 / ‘마음코칭’(Henry Claude 저)
문의: 상담사역팀(818-644-9060)

교육부(KidzWinC, SED) 및 ANCC 소식

● 부활절 예배 안내

일시: 4/16(오늘) / 1) 킨더가든 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은 중등부 예배실 (D401) 에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D401에 drop off, pick up 부탁드립니다. 2) 슈퍼재머와 빅재머는 각 부서에 Drop Off 해주시고 Pick Up 해주시면
됩니다. / 각 부서에서 만난 후 F601에서 Puppet 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