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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

표어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대

▪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예수

행 사 안 내

교

양장
로

주회

한
우
리
교
회

6월 30(주일)
성찬 주일, 제직회

7월 9(화)-11(목)
청년부 수련회

6월 23(주일)~7월 12(금)
청년부 바누아투 단기 선교

7월 14(주일)-15(월)
비전 시니어 교사 리트릿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예 배 순 서

주일예배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사회 : 1부/김경동, 2부/박태수, 3부/김경동

* 예배초청
경배와찬양
* 봉헌 및
대표기도

사 회 자
피난처 있으니(찬79)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1부 /권정윤 권사 2부 /손보영 장로 3부 /김영국 장로

새가족환영
광
고

다 함 께
사 회 자

성

경

사 회 자

찬

양

말

씀

거룩한 가정

남우택 목사

* 찬

양

온 맘 다해 주사랑하라
주기도문

다 함 께

* 축

도

시편 128:1-6
2부 : 영원히 찬양드리세
3부 : 내주께로 돌아가리

2부:시
온
3부:할렐루야

믿음의 가문 시리즈 5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1부 /정영복 권사 2부 /정상봉 장로

3부 /김승권 장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4부 2:00pm
경배와찬양
대 표기 도
말

씀

축

도

수요예배
저녁 7:30분

다 함 께
최동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9문
눅 눅 ㄴㄴ ㄴ ㄴㄴ ㅁ ㅇ
창 3:1-24, “The tree of the knowledge”

다 함 께
박성훈 목사
설 교 자

다 음주 기 도 : 이예 원

말씀:
제목:
기도:
설교:

골 1:24-27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진호 집사
김경동 목사

교 회 소 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알림
1.한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접견실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2.2013년도 제6기 한우리반 4강이 진행
됩니다.
주일오전11:30~12:30, 느헤미야홀 2층
3.다음 주일은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은혜를 누리
시기 바랍니다.
4.느헤미야홀 비전 헌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하실 분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kookmin Bank
계좌번호: 021 241050043008
(본인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6.2/4분기 제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1:30,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7.약속의 나라 찬양, 율동을 담당할
선생님을 모십니다.(초보자도 환영)
문의 : 지훈 목사(021-230-9277)
8.묵상교재 ‘복있는 사람’과 북한구원 월간
‘지저스 아미’를 서점에서 각각 $7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커플부 안내
현재 목장에 소속되지 않는 결혼한지 5년
이내의 커플로서 커플부 목장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하종석 전도사(021-827-226)
조기동 장로(021-8237-0987)

결혼예비학교 안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커플
일시:6.29(토)부터 (총6회 강의)
장소:한우리교회카페
시간:오후5시30분-9시30분까지

청년부
바누아투 단기 선교
일시: 6월23(주일)~7월12일(금)
장소: 바론테 Vanuatu
문의: 김하영(021-281-140)
박성훈목사(021-93-1004)

교우동정
▪새가족
신성식 ☎ 021-0290-1012
지우
123D Ngapuhi Rd
미얀마
지인
박연미 Remuera

▪위로
이선미(황보 융)집사 모친이 한국에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뤘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김선화(안병우,마오리물댄목장)집사께서
득녀(쌍둥이)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
양미령(중국대련 목장)
6 Moxham Grove Massey
☎ 833-1412

▪이사 및 사업체 이전
방철, 김요숙(에녹바누아투) “J-sign”
17 Tristram Ave Forresthill
☎ 410-0606
김병철, 윤희정(마오리물댄) “그린포스터”
7 Fearnley Grove Albany
☎ 415-0708

▪성도회 모임 안내
69-70년생(남성도회): 6월 30일(주일)
오후5시30분, 친교실(간단한 운동 복장)
77-79년생(남성도회): 6월 30일(주일)
오후5시, 김지수 성도댁(444-6030)

경배와 찬양

목장소식
초원

사
랑

소
망

모
퉁
이
돌

성
결

드
림

참
빛

목장이름
1 소말리아
2 서사모아
3 모스코
4 이리안자야뽀대나
5 기드온파푸아뉴기니
6 에벤에셀 MercyShip
7 방글라데시
8 호산나
9 수단로고스
10 시에라리온
11 르완다
12 남태평양산토
13 포도나무태국
14 태멘사랑
15 몽골
16 예수인로뎀
17 말라위
18 밀알
19 보아스
20 익투스북한
21 푸른날개
22 터키오네시보로
23 가데스바네아
24 힌두선교
25 오병이어
26 푸른하늘
27 바나바
28 그레나다늘푸른
29 섬나
30 할렐루야
31 샬롬
32 에녹바누아투
33 중국대련
34 구아
35 야베스
36 통가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목자

전화번호

강철용 443-4636
손영락 443-4925
노희영 410-3033
안경옥 478-4933
정성호 444-4868
최형만 447-1530
김광현 441-6658
김영국 416-3535
김세도 447-3456
김경동0275213130
김영현 410-9082
한덕균 478-6266
김이곤 443-5956
김용권 273-6414
서준열 576-3862
박승욱 478-4819
여운영 476-2009
서동훈 410-3449
한진섭 410-2070
박경배 489-2872
김헌수 486-0650
김태성 410-1416
신규식 410-0416
윤규호 476-8010
최병한 521-1919
홍기석 443-0025
고상옥 473-2479
계춘숙 410-6611
김희정 413-6090
권오수 416-2399
안상기 416-7752
이용재 486-5223
황은영 410-4523
정상봉 479-9917
김인배 415-3056
김인합 441-9948

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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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이름

목자

전화번호

37 벧엘늘푸른
38 블라디보스톡
39 에노스
40 웍홀
41 월드파키스탄
42 모로코
43 예멘
44 이집트
45 미얀마
46 아이티
47 알바니아
48 캄보디아늘푸른
49 마오리물댄
5 느헤미야
51 타지키스탄
52 모세
53 중국무지개
54 빌레몬무지개
55 필라델피아푸른
56 로뎀나무
57 꿈이있는
58 탄자니아
59 케냐늘푸른
60 비전
61 이란
62 산토알파
63 말레이시아기도
64 솔로몬제도
65 평양타미드
66 여호수아늘푸른
67 대만
68 베트남
69 오사카
70 필리핀(Olngapo)
71 바누아투푸른

이광일 482-3739
민봉식 410-4157
박광석 448-5797
이종길 440-9801
손보영 521-1004
김종현 307-0809
형재홍 630-3684
이강용 475-9333
이진호 441-9000
최석순 478-0252
김채환 478-8478
허미숙 448-1217
안병우 489-1577
이정석 449-1160
박종근 478-2288
박종근 478-2288
이성열 620-9950
이강우 418-3450
임상규 444-5377
김승기 442-5552
고영숙 488-7739
김승권 832-8352
김택원 414-5533
배정석 410-1457
장세문 478-7886
조기동 410-0937
김주찬 410-4460
송현호 443-4533
이대준 414-2050
최화식 443-7055
박도원 478-2288
김형석 489-3468
최용훈02102372083
김성섭 443-7055
장태용 377-9133

72 청년부흥

박성훈 442-1632

목장 / 목자 / 초원
안 ∙내 ∙사 ∙항

목자 모임은 매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옆 시온찬양대 가운 보관실,
3부 예배 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거룩한 가정
시 128:1-6
이
땅에 그 누구도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HANOURI
시편128편은 진정으로 복된 가정의 그림을 보여준다. 믿음의 명가를 꿈꾸는
자라면 이 시편을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용기를 가질 것이다.
1.한 주에 성경구절 한 절을 함께 암송하는데 그 유익을 서로 나누어
보자.

2.본문에서 “경외”한다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어 보자.

3.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정)의 특징을 서로
정리해보자.

4.지난주 주신 말씀가운데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한가지씩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
1)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도록
2)부모와 자녀들이 세상가운데서 말씀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을
설계하도록
3)세상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드러내는 목장과 교회공동체가
되도록

무릎 선교를 위한 기도정보

당신도 무릎선교사이다.

조 지 아
Republic of Georgia
⎈ 수 도: 트빌리시 (Tbilisi)
⎈ 인 구: 약 4,555,911명
⎈ 공통어: 조지아어

(복음화율 약 87%)

⎈ 국가지도자: 버드지나 이바니슈빌리 총리
⎈ 종
교: 조지아정교 83.9%, 이슬람교 9.9%
아르메니아-조지아 정교 3.9%

대한민국에서는 조지아의 국호를 러시아어식 이름 Грузия에 따라 그루지야로 통용하고 있었지만,
2010년 영어식 국명인 '조지아'(Georgia)를 사용해 달라는 조지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외
교통상부는 이 나라의 이름을 조지아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조지아가 속해있는 카프카스
지역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지협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있어 오랫동안 각 방향에서 온 강
대국의 침략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인종분포를 보이는 곳이다. 조지아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 함께 구소련에서 분리된 신생국가이다. 교통과 교역의 접경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역사
초기부터 주변국들의 침략과 점령이 끊이지 않았지만, 산악지형으로 인하여 분열과 통일을 거듭하면
서도 오늘날까지 존속하게 되었다. 1918년 5월 26일 제정러시아로부터 독립하였으나 1921년 볼셰
비키 붉은 군대의 침공으로 구소련연방의 일원이 되었다.
1991년 구소련의 몰락과 함께 독립하였다. 지난 2008년 8월, 조지아의 사카슈빌리 대통령이 EU 및
나토 가입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서방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갈등이 깊어지던 러시아와 조지아는 결국
전면전을 치르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전쟁이 5일 만에 큰 피해를 내면 서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고 종전협정이 체결됐지만, 조지아는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기로 선언했다. 이후에도 양
국 관계는 오랫동안 심각한 갈등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조지아 총선에서 친 러
성향의 야당 정치인 비드지나 이바니슈빌리가 승리해 실세 총리에 오르면서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균형 정책을 표방하며 훼손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에 정성을 쏟고 있다. 조지아인의 83%이상이 스
스로를 조지아 정교회(Georgian Orthodox Church)신자로 인정한다. 정교회는 세계 7대 공의회에서
문서화된 신앙고백을 그 신앙의 규범으로 삼고 초대교회의 전통과 예전양식을 지켜오는 것을 핵심으
로 하고 있다. 또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 각 교회가 공통의 신앙과 전통과 영성에 대해 일치된 입
장 아래에서, 서로 교회의 자립을 승인하면서 연합을 유지하고 있다. 조지아정교회는 조지아의 독립
자치 정통 교회로서 1세기에 사도 안드레의 선교로 처음으로 전파되었고, 4세기(317~327년)에는 국
교가 되었다. 현재는 동방 정교회의 독립 자치 교단이다.

기도제목
⎈역사적으로 오랜시간 동안 전쟁과 분쟁에
시달려온 조지아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러시아 및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전쟁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기도하자.
⎈조지아의 정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분명한
복음을 믿고 올바르게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조지아 내 미전도 종족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참고자료 : 두산백과사전/ 연합뉴스/ 위키피디아/ 베다니미전도종족 기도정보/ CIA(작성자:박승희)

6월 봉사위원 안내
헌금 1부: 배정석 2부: 김헌수 3부: 조기동
위원
안내 1부 김영현
위원 2,3부 새가족부

3부

차량
운행

예배전(11:00)
- 1호차:윤승환 - 2호차:최석규
- 3호차:유중범 - 4호차:김승세
예배후(1:30)
- 1호차:교역자 - 2호차:이봉진
- 3호차:유중범 - 4호차:지용호

예배전(1:00) 청년부
4부 예배후(5:00) 청년부
Toilet

청소

금 주 /박승욱 목장(6월28일~29일)
다음주 /서준열 목장(7월05일~06일)
* 느헤미야홀 1, 2층 포함 *

평생교육원 금 주 / 조기동,손보영
점심봉사 다음주 / 고영숙,박경배

십일조/ 갈윤호 서영희, 고광천 김효정, 고길영 이은희, 권오찬 이지은, 김성섭 이지윤, 김승기 김은주,

헌
금
영
수
기

김승세 정봉애, 김영현 오순자, 김용태 오수연, 김인성 이은혜, 김종현 신금선, 김주표 전혜원, 김지수
김한나, 김채환 김영숙, 김칠해 이정희, 김태성 최혜선, 김택원 정영복, 김텍만 맹향심, 김헌수 권경자,
김홍승 고현숙, 김휘홍 박은혜, 김희정 구옥이, 나중엽 안수여, 민상순 김정은, 박근국 김라희, 배정석
정혜영, 백하은 백지은, 서준열 박 설, 송현호 우미숙, 안양수 이준희, 엄해호 성자영, 우건희 김효경,
윤영집 이종선, 이광원 정문주, 이대준 최희경, 이루미 이루원, 이성은 박철주, 임성령 김미나, 장 욱
박혜경, 장세문 이형아, 장영숙 최형만, 장점동 이선예, 장태용 한기재, 정 호 서승현, 정은아 조종면,
정재우 한기경, 조창균 이경희, 지용호 이봉희, 진세영 조은혜, 차영철 심경순, 최동진 구연희, 최영호
이미나, 최용훈 한미희, 최춘욱 김희진, 하종석 김양연, 한진섭 소미애, 황동연 이경숙, 갈지호, 강흥순,
국영진, 권현숙, 권효남, 김다우미, 김병연, 김선관, 김세환, 김소미, 김소윤, 김종국, 김지형, 김태중, 김태형,
김한솔, 김해니, 박다니엘, 박미경, 박은순, 박현민, 박현주, 반혜윤, 방재원, 배혜승, 선승연, 손동준, 손성희,
신나래, 신은지, 우인례, 원대석, 윤수정, 이기대, 이명진, 이민수, 이성철, 이영주, 이윤주, 임여연, 임창원,
정영순, 정해경, 조동석, 조예나, 최성태, 최송복, 최은전, 한기훈, 허진희, Jung Hoon OH, Presco, 무명(1)
감 사 / 고광천 김효정, 김경동 장옥희, 김광현 이명회, 김성섭 이지윤, 김소윤 김현정, 김지수
김한나, 김철수 강미숙, 김태원 박희령, 김헌수 권경자, 남상수 이숙자, 남우택 성회경, 박경배 허주원,
박광석 오진옥, 박혁규 유선자, 배진배 문승연, 송정남 이종길, 엄용학 황은영, 엄해호 성자영, 오필성
박관호, 윤승환 최은희, 이강국 이지영, 이기성 강정아, 이요한 허민영, 이종훈 김경희, 이진수 정태경,
임상혁 방 진, 장영숙 최형만, 장점동 이선예, 장화식 김정희, 정순재 유정민, 조용준 성백춘, 최동진
구연희, 최승우 전지현, 강흥순, 김보미, 김영희, 김정순, 김종국, 김혜란, 문여진, 박규찬, 박정임,
박현민, 오종숙, 오주환, 윤상배, 이기대, 이다영, 조현옥, 차광희, 최이삭, Chae Kyungsun, 무명(4)
선 교 / 고상옥 조성자, 권오수 이재숙, 권정호 강현정, 김경동 장옥희, 김용권 정옥림, 김종현
신금선, 김텍만 맹향심, 김헌수 권경자, 나중엽 안수여, 남우택 성회경, 박성훈 권민경, 배정석 정혜영,
신교석 유문희, 신규식 김경순, 윤규호 이원희, 이대준 최희경, 조기동 이종윤, 최동옥 이미정, 최병한
한혜련, 강예림, 박은순, 오종숙, 이옥현, 장태용, 정미숙, 에녹바누아투
비전 / 느헤미야홀 건축 / 고광천 김효정, 김 수 문채훈, 김강열 윤규순, 김강우 손주연, 김광현 이
명회, 김영현 오순자, 김용태 오수연, 김인배 김영주, 김주표 전혜원, 김택원 정영복, 김희정 구옥이, 마
태현 이상미, 민상순 김정은, 서준열 박 설, 손영락 조나영, 엄용학 황은영, 윤규호 이원희, 이광일 이
선아, 이대준 최희경, 이진수 정태경, 이현숙 정이동, 임기봉 이옥향, 장 욱 박혜경, 장석현 유혜순, 장
점동 이선예, 장화식 김정희, 진세영 조은혜, 허재구 김성숙, 갈지호, 강흥순, 강희자, 김정주, 박은순,
박현민, 신은지, 엄영옥, 오종숙, 장준혁, 전복순, 최성태, 황 희, 무명(2)
구 제 / 김승세 정봉애, 김채환 김영숙, 김태원 박희령, 김텍만 맹향심, 김헌수 권경자, 장영숙
최형만, 신혜은, 오종숙, 무명(1)

■ 선교사지원
▸강민숙 (일본)
▸강원준 (인도네시아)
▸김주만 (태국)
담 임 : 남우택 목 사(478-8778, 021-64-9191) wtnam@hanouri.com
(총회선교본부)
전 임 : 김경동 목 사(443-8551, 027-521-3130) kyung431@dreamwiz.com ▸신성주
▸양승봉 (네팔)
▸전재우 (네팔)
박성훈 목 사(442-1632, 021-93-1004) nzpraise@gmail.com
▸원천희 (바투아투 부족선교)
배형근 강도사(479-9779, 021-100-1188) nzpaulbae@gmail.com
▸이근욱 (파라과이)
박지운 전도사(410-2977, 021-415-204) agoodshepherd@gmail.com ▸이순복 (시에라리온)
▸정현규 (키르키즈스탄)
교 육 : 박태수 목 사(479-2355, 021-516-100) ptsnz0412@hanmail.net
▸황보 현 (성경번역선교회)
▸바누아투 신학생 장학후원
지 훈 목 사(443-0838, 021-230-9277) sunsa4@dreamwiz.com
▸박준범 (인터서브 본부)
하종석 전도사(410-0033, 021-827-226) jshamada@hanmail.net
▸허영근 (마오리)
■교 회지원
서동훈 전도사(410-3449, 027-448-1411) dh0214@hanmail.net
▸늘푸른교회(더니든)
▸주향교회
사무장 : 강철용 장 로(443-4636, 021-144-4013) hanouri@gmail.com
■ 기독교 기관 후원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
교회연락처
밀알선교회
교
회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Ph) 442-1457,1481 ▸뉴질랜드
▸세계 선교사 지원센터
우 편 주 소 ▸P.O. Box 31-490 Milford. Auckland
Fax) 442-1458
▸Gem 기독교 전도사역연구소
목 사 관 ▸4A Jutland St. Mairangi Bay. Auckland Ph) 478-8778
▸Student Life(안요한)
▸남태평양컴퓨터선교회(박태수)
전 자 우 편 ▸hanouri@hanouri.com
▸KOSTA-NZ, YFC
Home Page ▸http://www.hanouri.com
▸Patmos문화선교회
▸연변과기대, 코람데오신학대학원
집회안내
주일 모임안내
1부
오전 8:00
사랑부실
사랑의 나라
주일 정오 12:00
2부
오전 10:00
본 당
주일예배
3부
오전 12:00
카 페
유아 기쁨의 나라 주일 오전 10:00,12:00
4부
오후 2:00
조이홀
유년 꿈의 나라
주일 오전 10:00,12:00
비전홀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초등 약속의 나라 주일 오전 10:00,12:00
본 당
새벽기도
화 - 금 새벽 5:30
주일 오전 10:00
비전의 주니어
느헤미야홀
나라
목장별
목장모임
주 중 목장별
시니어
주일 정오 12:00
느헤미야홀
한우리반
주 일 오전 11:30
본 당
청년 부흥
주일 오후 2:00
제자훈련
주일,오후 3:00 목,오전 10:00 사랑부실
비전홀
평생 교육원
화요일 오전 10:30
조이홀
사역훈련
목요일 오후 7:00
카 페
중보기도 모임
수요일 오후 9:00
목자훈련
주 일 오후 2:00
비전홀

섬기는 이들

교회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