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도의 대사들 서울교회                                       2022년 1월 9일 (주일) 

새� 시대� 새�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반석� 위의� 교회

(마 16:17-19)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

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말씀�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막 16:14-15)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

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행 1:6-8)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

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

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21: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많이� 만드는� 원리

(요 15: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딤후 2:2 새번역)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

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셀 SOS] Say: 계시/레마,  Obey: 믿음/결단,   Share: 계획/실행



 우리는 서울의 모든 동과 대학에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개척한다

목사님� 부부� 동정
• 이취임예배 : 1/16(주일) 오전 11시(용인교회)

당일 용인1,2부 예배는 김진호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 1/16(다음 주일) 서울교회 현장예배는 없습니다. 

   용인교회 1부(오전 9시) 또는 2부(오전 11시) 예배를 

   참석하시거나 실시간 예배로 참석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피조물 미니스트리 대표서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 2022년부터 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유튜브 채널은 [새로운피조물 

TV]로 새롭게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울교회� 예배� 안내드립니다
• 김진호 목사님의 이취임예배가 1/16(다음 주일) 오전 11시, 

용인교회에서 있습니다. 당일 용인1,2부 예배는 김진호 목사

님이 인도하시므로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용인교회 현장예배

(또는 실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으며. 다음 주(1/16) 서울교회

에서 드리는 현장예배는 없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김진호 목사님은 매월 첫주(월1회) 설교하시고, 나머지는 

 김병화 전도사가 설교합니다. (예배시간: 주일 오전 11시)

2022년� 선교헌금� 작정서� 안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교회를 향한 선교비전

을 이루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도와 재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마감일 : 1/16(다음 주일)까지

※ 제출 방법 : ① 대면예배 시 헌금함에 제출　

               ② 서울교회 홈페이지(afcseoul.kr) 배너를 통해 

                   구글설문으로 제출 바랍니다. 

선교헌금 참여방법 작정하신 금액을 매월 헌금으로 참여

선교헌금기간 2022년 1월 ~ 12월 (총 12개월)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발급� 안내
• 2021년 헌금분에 대해 이메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이메일 (afcseoul153@gmail.com)

※ 재정부 문의 : 010-9191-1377(김웅열 집사)

온라인� 헌금� 계좌
• 은행명: 신한은행  • 예금주: 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 계좌번호: 100-032-660001 

• 입금자명: 이름+헌금종류 (예: 김사랑십일조, 김사랑선교 등)

※ 이름만 입금하시면 감사헌금으로 기재됩니다. 

※ 입금자 명에 이름이 없을 시 무명 처리 됩니다. 

LTG� 성경읽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9 10 11 12 13 14 15

주일예배 예배미야 31-52장, 애가 (1회)
16 17 18 19 20 21 22

주일예배 에스겔 1-24장 (1회)
23 24 25 26 27 28 29

주일예배 에스겔 25-48장 (1회)
30 31

주일예배 다니엘, 호세아 (1회)

예수선교사관학교� 18기�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및 지원자격 (PC+모바일 모두 수강 가능) 

구분
정규 목요반

(1년 과정)

온라인반

수료반 졸업반

1학기 과정
(1년에 2번 실행)

1년 과정

수업시간 9:30~16:30 온라인 인터넷 수강

수업장소 AFC용인교회 홈페이지 ejma.co.kr

모집대상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믿음의 말씀으로)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

접수기간 1/26(수)까지

지원방법
홈페이지(ejma.co.kr) 입학안내 

➡입학지원 게시판에서 입학지원서 다운로드 
➡ 작성 및 제출

입학전형
정규반 서류전형으로만 선발

(입학시험 없음)온라인반

• 온라인반 안내 드립니다.

① 1학기 수료과정 :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과목 수강, 

   과제와 시험 대신 코칭모임을 통한 지속적 영적 습관을 형성

② 2학기 졸업과정 : 1학기 수강 이후 실제적인 과목을 통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과정 

* 수료과정 이후 2학기 과목 & 추가 과목들은 단과 형식으로 

수강이 가능 합니다. 

※ 문의 : 031-8005-8482, http://ejma.co.kr(교무처 김진영 목사)

신간� 및� 1월호� QT� 교재

신간:신약교회
를 찾아서 
16,000원

말씀의 실재
한글 2,000원

말씀의 실재
영어 3,000원

(초등부) 
믿음의길잡이

2,500원

(유치부)
믿음의씨앗

3,000원

※ 한글판 말씀의실재가 2022년부터 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구입처 : 믿음의 말씀사(http://faithbook.kr, 031-8005-5483)

1월� 예배당� 청소일정
1/2그레이스풀, 1/9휴오스부부, 1/16지혜, 1/23휴오스자매, 1/30사랑의섬김

※ 청소구역 : 예배당(유아방), 202호, 여자화장실, 쓰레기 분리수거

 Tel: 02-539-1537
 http://afcseoul.kr그리스도의 대사들 서울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년 1월 9일(주일) 교회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