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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말씀 i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시편 57:1-11

1950년경에 영국의 컨테이너 운반선이 스코틀랜드의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한 선원이 모든 짐이
다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냉동 컨테이너에 들어갔는데 그 사실을 모른 선원이 열린 냉동실의 문
을 잠그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선원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결국 다음
목적지인 포르투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켓 안에 작은 수첩을 꺼내 자신의 상태를 적기 시작
합니다. ‘컨테이너에 갇힌 지 1일째 손이 차갑다. 컨테이너에 갇힌 지 5일째 손이 얼고 발이 얼었다.
컨테이너에 갇힌 지 10일째 온 몸이 얼고 손가락조차 움직이기 힘들다. 이것이 마지막 쓰는 글일 것
이다.’ 배가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말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
들이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미 냉동해야 할 음식들을 빼서 냉동 컨테이너의
온도가 19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그의 생각대로 얼어 죽
은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보니 다른 사람
들의 부주의나 때론 악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인해 삶의
행동반경이 좁아지고, 주변을 둘러봐도 도와줄 이 없는 외롭고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
노와 두려움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은 수백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힌다.’라고 표현한 워즈워드의 말처럼 끝없는 괴로움과 불안을 가져
다줍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소심해지며, 자신이 없어지고, 매사에 비판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
다. 수용하기보단 피하려고 하고, 무시당하고 피해당하기 싫어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
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일들이 엇나가고 망쳐지며 관계들이 더욱 불편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다윗이 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른 것이 아
니라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왕 사울 대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 세운 왕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사
울 왕과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던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죽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되었고, 사람들은 다윗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왕
위를 빼앗길 수 있을 거라는 불안을 느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다윗이 누려
야 하는 합당한 권리와 자리를 박탈시키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을 칭송했었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울 왕 앞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10
년 가까운 삶을 그는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
안과 괴로움이 가득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무너지지 않게
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자나기까지 피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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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말씀 ii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시편 57:1-11

1.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3월 5일 뉴질랜드 북 섬에서 동북쪽으로 800km 떨어진 게르마텍 제도 인근 해역에서 8.1의
강진을 비롯해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두 차례 더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안지역에 쓰나미가 덮칠 수
있다는 경보를 내려집니다. 북섬 해안 주민들에게 즉시 고지대나 섬 안쪽으로 이동하라고 권면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지침보다 대피권고를 먼저 따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행이 신속한
조치로 주민들이 대피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경보도 몇 시간 뒤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
들은 재앙이 닥쳐왔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었고 그 곳으로 피할 수 있
는 기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던 중요하게 여겨지던 모든 일을 멈추고 대
피령에 따라 신속하게 피했기에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시편 57편 시작 부분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라는 존재가 규모 8의 강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잡히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하
나님은 그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굴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땅이나 바위가 안으로 깊숙하
게 패어 들어간 곳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 판 인공 동굴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
어졌던 자연 동굴이었습니다. 평소엔 컴컴하며 좁고 울퉁불퉁하여 사람이 지나다니기 쉽지 않았던 길
들이 오히려 쫓기던 다윗과 일행들을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계속 깜깜하기만 한 것이 아니
라 굴을 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고, 나가면 아지트와 같이 하늘의 빛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 도망 다녀야 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살 길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위기의 순간 나타
나는 피난처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동굴과 은신처는 거의 안 가본 곳 없이 다 가봤을 것입니다. 여행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간
곳들이기 때문에 그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했을 것입니다. 후일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 지형적인 특
성들을 이용해 외부의 적을 무찌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
한 신뢰가 깊어지는 시간이었으며 참아내고 견뎌내는 하는 인내와 절제가 삶 속에 훈련되어지는 시
간이었습니다. 그는 굴 속에 갇힌 것 같았지만 그 굴은 그의 몸과 영혼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시는 주의 날개 그늘로 느껴졌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은혜의 고백이 가득하시길 축
복합니다.
시편 57편 10절-11절입니다. [10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
이다 11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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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말씀 iii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시편 57:1-11

2.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시편 57편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
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웅덩이에 그들 스스로가 빠지는 일들이 생
기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우연하거나 재수가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자신을 지켜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
의 추격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는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그는 자신의 모든 상황이 말
도 안되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자신을 떠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지켜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주변에 함께 숨어 지내던 사람들의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의 소리들, 분노와 두려움들에 마음을 빼
앗기지 않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는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을
쫓는 칼날이 날카롭고 예리할수록 그는 반작용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작동하고 있
었습니다. 재앙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다면 살아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처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
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8절을 통해 자신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합니다. 새벽은 자신의 힘으로 깨울 수 없는 것
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어지는 새벽을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시작하겠
다는 것입니다. 공포의 밤이 지나고 피곤했던 눈을 감고 잠에서 깨었을 때 그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
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첫 시작을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 사용
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 11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
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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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i

Set your heart to God
Psalms 57:1-11

Around 1950, a British container carrier was anchored at a port in Scotland. A crew member went
into the freezer container to make sure all of the luggage had been unloaded. But another crew
member, who was not aware of the fact, closed and locked the freezer door. The crew member
knocked on the door and shouted, but there was no response, and the ship continued to the next
destination, Portugal. He pulled out a small notebook inside his jacket and began to write down his
condition. 'The first day after being trapped in the freezer, my hands are cold. The fifth day after
being trapped in the container, the hands and feet are frozen. Ten days after being trapped in the
freezer, the whole body froze and it is difficult to move even fingers. This will be my last writing.'
When the ship arrived in Lisbon, he was really frozen and dead. But the police investigating the
case discovered something unusual. In Scotland, food that had to be frozen was removed, and the
temperature of the container was kept at around 19 degrees Celsius, and there was food to eat. In
other words, he was frozen dead because he thought he would.
In your life, there are times when you face unforeseen difficulties. Since we are not living alone,
we may be harmed by the carelessness of others or sometimes by the actions of wicked people. As
a result, the radius of action in life becomes narrower, and even looking around, you may find
yourself in a lonely and frustrating situation where you cannot be helped. Anger and fear take hold
of your mind and heart, leaving you stuck. Like Wisward's words, 'Fear has a hundred eyes and
afflicts your heart', it brings endless suffering and anxiety. You can't sleep well, become timid, lose
confidence, and become critical of everything. Rather than accepting the reality, you try to avoid
them, and even become offensive without even knowing because you don't want to be harmed. As
a result, things naturally go wrong and relationships become ruined.
There is David, who became the second king of Israel. He was not born as a prince, so he did
not naturally ascend to the throne. But God appointed him in that role, instead of Saul, the king
who had failed before God. David, as a boy, killed Goliath, who was a troublemaker in Israel at the
time. It was hard to believe. But it became a historical fact, and people began to exalt David's
name. Saul felt anxious that his throne might be taken, and tried to kill David. He deprived David of
his well deserved rights, and stripped him of his position and even threatened his life. Many people
praised David, but none of them rebelled against King Saul for such deviant behavior. For nearly ten
years, he had to live as a fugitive. He was unhappy and upset. It must have been a time full of
anger and fear, full of anxiety and suffering. But he didn't collapse. It was because there was
someone who kept him from falling. It was God.
This is Psalms 57:1 <Have mercy on me, my God, have mercy on me, for in you I take refuge. I
will take refug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until the disaster has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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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ii

Set your heart to God
Psalms 57:1-11

1. In times of disaster, I hope that you seek God's grace and flee to God.
On March 5, two more earthquakes of magnitude 7, including an 8.1 earthquake, occurred in the
waters near the Germanic Islands, 800km northeast of New Zealand's North Island. A warning was
issued that a tsunami may hit the coastal area. They advised the residents of the North Island coast
to immediately move to the highlands or inside the island, and emphasized that they should follow
the evacuation recommendations before the Covid-19 guidelines. Fortunately, the rapid measures
resulted in the evacuation of residents, and no human damage occurred, and the warning was also
lifted after a few hours. They had a catastrophe, but they had hope. Because there was a safe zone
to flee to and a chance to escape. They were able to reduce further damage because they stopped
doing everything and quickly evacuated according to the evacuation order.
In the beginning of Psalm 57, there is an explanation, ‘When David had fled from Saul into the
cave.’ The existence of King Saul was the same as the 8th magnitude earthquake. If caught by him,
he would die. God has prepared a cave to save David in that crisis. It is a place where the ground
or rocks have been dug deep inside. It wasn't an artificial cave that David tried to escape Saul, but
a natural cave that had been crea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roads that were usually dark,
narrow, and uneven, which were difficult for people to pass by, became a refuge to protect David
and his companions who were being pursued. Not only was it still dark, but there were also places
where you could see and feel the light of the sky. Since long ago, God prepared the cave for David
because he knew he had to run away from Saul.
God had the power to instantly remove Saul if he wanted. But instead, He made David go
through the escape and experience the safe zones prepared for him. Over ten years, David has
probably been to most caves and hideouts in Israel. Not for travel, but to live. The memories must
have been so clear because he was in a dire situation. When he later became king, he would have
used this knowledge of geographical features to help him defeat enemies outside Israel. Also, it was
a time to deeply experience God's help that opens the way for him to live even in a dying
situation. It was a time to deepen trust in God, and time to train his patience, temperance, and
endurance. He seemed to be trapped in a burrow, but the burrow could not confine his body and
soul. Rather, it acted as the shadow of the wings of the Lord who protected him. I bless you to be
filled with such confession of faith and grace.
Psalm 57:10-11 <For great is your love reaching to the heavens; your faithfulness reaches to the
skies. Be exalted, O God, above the heavens; let your glory be all over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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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iii

Set your heart to God
Psalms 57:1-11
0

2. May we have faith that can exalt and praise the Lord's kindness and truth.
Psalm 57:6. <They spread a net for my feet - I was bowed down in distress. They dug a pit
in my path - but they have fallen into it themselves.> It was an unfair situation. However, God
pays back for the unfairness. In the puddle they have created, they themselves fall into.
Everywhere he went he survived. It wasn't accidental or out of luck. It was because God's
kindness and truth protected him. Of course, that didn't mean that their pursuit was over. He
had to keep going. But he looks up to the sky without being bound by the situation. David
was convinced that although he was in dire circumstances, he will be kept as long as God's
kindness and truth do not leave him.
He did not get distracted by the concerns of others who were hiding with him. Psalm 57:7.
<My heart, Oh God, is steadfast, my heart is steadfast; I will sing and make music.> He knew
what he had to do now. The sharper and sharper his chasing blade was, the deeper the trust
he developed in God. If you sought God's grace in the moment of disaster and escaped under
the shadow of God's wings, you realized that what you must do is to exalt God. He also
taught those with him how to trust God. It was to exalt the Lord's name. It was to praise. Like
saying that a missionary never dies, he has not given up the life of a worshiper who exalts
God in the place of life given to him.
David confesses in verse 8 that he will awaken the dawn. Dawn is something you cannot
wake up on your own. Is given. After night, dawn comes. He is saying that he will give thanks
and praise God for starting a new life. It is a confession to give the first beginning before God
when the night of horror passes and when you close your tired eyes and wake up. We are
having the season of Lent. It is a season to meditate on the love of God revealed through the
cross of Jesus. When we wake up every morning, it would be nice to use that first beginning
to exalt the Lord. I wish we could thank and praise the Lord. This is the confession of Psalm
57:11. <Be exalted, O God, above the heavens; let your glory be over all the earth.> We hope
that David's confession will be our confession. I hope you expect God to be glorified, and long
for God who is faithfully working on your behalf. You will enjoy the blessings and grace of the
kingdom of God.

Translated(번역) by 차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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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식
1. 주일예배 인사 주님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수요저녁예배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다음 주 주일예배 (3월 14일) 설교 본문 누가복음 18:1-14
4. 교회예배안내 새롭게 발표되는 정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현재 12/28 발표된 정책반영).
매주 주일 2:30pm에 현장예배로 100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당분간 주일 온라인예배는 진행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1부 예배는 장소문제로 인해
교사로 섬기는 분들만을 위해 진행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수요예배는 YOUTUBE 계정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 새가족교육 2부 예배 후, 2층 컨퍼런스룸
6. 봄학기 온라인(zoom) 양육과정 신청 (개강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서는 안내테이블에 있습니다.
과

정

개강일

수업일시

기간

회비

담당자

예수님의 사람

3/16

매주 화요일

10am

12주

$20

이인한 목

사

신약개관

4/6

매주 화요일

8:30pm

10주

$20

박성환 전도사

전도폭발훈련

3/11

매주 목요일

8pm

12주

$20

이진희 목

사

7. 영상편집 기초과정(One day class)
▷ 개강일 : 3/13(토) 10am - 4pm (6시간) ▷ 등록비 : $20 (외부 식사 & 간식비용)
▷ 장소: 컨퍼런스룸
▷ 문의: 박성환전도사 (8379-8049)
▷ 준비물: 개인노트북
▷ 강의내용: 프리미어 프로를 통한 영상편집 & 개인 유튜브 채널 만들기 (포토샵 및 피피티 강의 포함)
8. 인사구역회 3/14(주일) 3:30pm, 본당, 대상: 교역자, 권사, 장년목자, 기획위원, 청장년회 회장, 당회서기, 감사
9. 청년기도모임(Holy Club) 3/12(금) 7:30pm, 67 Hume Ave. #10-02 Hillview Green
10. 세례 및 입교식

4/4(주일) 부활절 예배시
▷ 대상 : 교회 등록 후 3개월 이상인 성도, 유아세례는 부모가 모두 세례교인일 때 가능
▷ 세례자 교육 : 3/28(주일) 5:30pm, zoom으로 진행(필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11. 온라인 헌금안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OB BANK 422-311-109-7 (Glory Korean Methodist Church)
입금 후 재무부장(강신호 집사, 9030-9964)에게 어떤 항목인지 문자로 알려주시면 행정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2. 교우동정
[새가족] 장은성 성도

[귀 국] 김예찬 청년, 김종원 청년

QT본문
주 일
3/7
시 57:1-11
3/14
눅 18:1-14
3/21
눅 20:19-40
3/28
눅 22:24-38
4/4
눅 24:1-12

2021년 3~4월 매일 성경
월
8
시 58:1-11
15
눅 18:15-30
22
눅 20:41-21:4
29
눅 22:39-53
5
눅 24:13-35

화
9
시 59:1-17
16
눅 18:31-43
23
눅 21:5-19
30
눅 22:54-71
6
눅 24:36-53

수
10
시 60:1-12
17
눅 19:1-10
24
눅 21:20-28
31
눅 23:1-12
7
출 1:1-22

목
11
시 61:1-8
18
눅 19:11-27
25
눅 21:29-38
4/1
눅 23:13-25
8
출 2:1-10

금
12
시 62:1-12
19
눅 19:28-48
26
눅 22:1-13
2
눅 23:26-43
9
출 2:11-25

토
13
눅 17:20-37
20
눅 20:1-18
27
눅 22:14-23
3
눅 23:44-56
9
출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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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 예물
[십일조]
길진수/김진희 박성환/이진미 신동찬/김민혜 신지윤
[선교헌금]
나일현/이은정 이인한/이진희
[예배당헌금]
강신호/조지현 김정아
[감사헌금]
강신호/조지현 길운섭/김진래 김명곤/홍민희 김정길/조수진 박성환/이진미 송우진/장애경 이수정 이인한/이진희 임정훈/김경희
조영미 무명2

예배를 섬기는 이들
일자

1부 대표기도

2부 대표기도

3/7

조지현 B집사

길운섭 권사

3/14

이미영 집사

권순우 집사

3/21

차은정 집사

김진래 권사

3/28

간식공궤 및 전교인식사

허윤선 권사

교회 양육프로그램 소개
양육프로그램 과정명

과정

새가족 교육

매월

매월 첫째 주 주일예배 후 교회소개 및 신앙생활 기초 교육

ZOOM

10주

기독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며, 신앙의 중요한 질문들을 나누는 과정

ZOOM

NEW BELIEVER TRAINING STUDY

알파코스
ALPHA COURSE

마더 와이즈
Mother Wise

일대일 제자훈련
One-to-One Discipleship Training

전도폭발 훈련
Evangelism Explosion

예수님의 사람
WALKING WITH JESUS

구약개관
OLD TESTAMENT INTRODUCTION

신약개관 (중간사 포함)
NEW TESTAMENT INTRODUCTION

- 10 -

9주
14주

프로그램 내용

결혼생활, 자녀양육,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헌신이라는 고귀한 성경적
사명을 여성들이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안아주며 가르치고
격려하는 여성들의 모임
양육자와 동반자가 매주 1회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양육 받는 성경공부

장소

ZOOM
ZOOM

12주

전도에 대한 이론훈련과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하는 과정

ZOOM

12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훈련

ZOOM

12주

구약 39권의 전체적인 숲을 살펴보는 성경공부

ZOOM

10주

신구약 중간사와 신약 27권의 전체적인 숲을 살펴보는 성경공부

ZOOM

싱가포르 영광교회 5대 비전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인한 목사
교 역 자 : 이진희 목사 박성환 전도사
예배부장

강은준 집사

교육부장

김윤철 권사

새가족팀장

김미월 권사

유아유치팀장

정진희 권사

미디어팀장

김영필 집사

아동팀장

이미영 집사

설교번역팀장

조지현A 집사

중고등팀장

조지현A 집사

성례팀장

허윤선 권사

장학팀장

정진희 권사

문화부장

권순우 집사

재무부장

강신호 집사

홈페이지팀장

안동욱 청년

관리부장

최대규 권사

영상자료팀장

전병호 집사

선교부장

임재훈 집사

사회봉사부장

길진수 권사

중보기도팀장

김진희 권사

남선교회장

강신호 집사

행정사역팀장

지정아 집사

여선교회장

권소연 집사

청년회장

차세원 청년

싱가포르 영광교회
GLORY KOREAN METHODIST CHURCH

Address: Lutheran Church of Our Redeemer
30 Duke’s Road Singapore 268912
Facebook Groups : glorykoreanchurch
Homepage : www.glorymission.com
E-mail : glorykmc95@gmail.com
Contact.8408-1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