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설립1960. 1. 3

2019.8.11 (NO.60-32)

예배시간안내
집 회
1부
주
2부
일
3부
낮
예
4부
배
5부
수 요 예 배
금 요 부 흥 회
새 벽 기 도 회
월요영성집회
9시 기 도 회
영 아 부
유 아 부
주 유 치 부
일 유 년 부
초 등 부
학 소 년 1, 2부
소 년 3부
교 중 등 부
고 등 부
1 청 년 부
2 청 년 부
3 청 년 부
신혼부부모임
젊은부부모임
실버주일학교
외국인한글학교
캄보디아예배
탈 북 민 부

시 간
오전 7:50
오전 9:15
오전 11:15
오후 1:15
오후 6:00
저녁 7:30
밤 8:30
매일 오전5:00(동절기 5:30)
밤 8:00
밤 9:00 (화,목,토)
오전 9:15 / 11:15 / 오후 1:15
오전 9:15 / 11:15 / 오후 1:15
오전 9:15 / 11:15 / 오후 1:15
오전 9:15 / 11:15 / 오후 1:15
오전 9:15 / 11:15 / 오후 1:15
오전 9:15 / 11:15
오후 1:15
오전 9:15 / 11:15
오전 8:00 / 11:15
오후 3:00
오후 3:00
오후 3:00
오후 3:00
오후 3:00
오후 1:15
토요일 밤 8:00, 주일 오후 1:00
오전 11:15
오후 12:30

장

소

비

8월 영적 쉼과 재충전의 달

고

✿ 금요심야부흥회

8. 2 황준호 목사(울산사랑의교회)
8. 9 강덕호 목사(김해나전교회)
8.16 강은도 목사(광교푸른교회)
8.23 정연욱 목사(울산하늘뜻교회)
8.30 차우진 목사(단기선교보고)

2층 은혜홀(본당)
1층 믿음홀(소예배실)

전성도

2층 은혜홀(본당)
1층 믿음홀(소예배실)
1층 믿음홀(소예배실)
4층 소망홀
태아-3세
지하1층 유아부실
4-5세
지하1층 유치부실
6세-취학전
지하2층 기쁨홀
초등 1-2학년
2층 평강홀(소예배실) 초등 3-4학년
5층 드림홀
초등 5-6학년
4층 사랑홀(소예배실) 초등 5-6학년
지하3층 비전홀
중학생
드림홀 / 비전홀
고등학생
2층 평강홀(소예배실) 20-27세 미혼
5층 드림홀
28-35세 미혼
5층 드림홀
36세 이상 미혼
4층 사랑홀
결혼 3년차까지
4층 소망홀
결혼 4-10년차까지
지하3층 비전홀
70세 이상
지하2층 교육실
외국인
지하2층 교육실
캄보디아
지하2층 교육실
탈북민

✿ 여름수련회

(7가정)
파송선교사 필리핀/남기태(강세경) 태국/이봉우(유계화) A국/김창익(김은령) I국/원(에스더) H국/이베드로 통일/이모세 군선교/김영철
남아공 변동식(정금옥) 김광락(조성아) 네팔 박용훈(김득주) 서시온(우하나) 라오스 이종현(엄미정) 케냐 박은형(김영신) 전용범(정희선) 영국 조성택(정경임) 김남진
(김성은) 이태리 송영호(김진희) 일본 이혜진 안효명(장정숙) 에콰도르 이진호(장효빈) 캄보디아 김정영 이근희(송민수) 손춘영(황정순) 권효상(김윤경) 정병설 탄자니아
김정환(남상옥) 태국 손양원(조희수) 지은재(최현숙) 이기풍(한양심) 심경보(김경숙) 김농원(강명선) 김철(이영미) 필리핀 권영수(박경순) 하은규(박은진) 최정희 독일
심요한(이은혜) 예수전도단 권기호(김미자) 중동선교회 강승빈(왕승희) 아릴락 정제순(홍정옥) 아프리카내지선교회 조운일(유명희) 계양선교센터 박천일(이연회) 국내
협력선교사 몽골사역 허석구(이영숙) 빛세계선교회 정혜원 WEC국제선교동원본부 유병국(류보인) 로고스호프 박필훈(장미애) 송은비(앤드류) 순회사역 이송인 FIM국제선교회
유해석 TBM 이지웅(박영미) 한국 박원철(유경희) 전욱(김현희) A국 이드림(허미소) 윤정수(탁문숙) C국 김송경 D국 양영자(이영철) E국 주예노(하은혜) F국 김창석
(우은주) 강연호(임영주) 김평화(최온유) H국 조수아(여신실) 양요한(이시라) 김성용(박신정) 손동건(김정애) 이상돈(이수영) 이동섭(장정옥) 김승경(강정미) I국 윤요한b
(서사랑) 안성원(조은숙) 이희열(박헵시바) 조경석(강미경) K국 심바울(성은혜) 윤요한a(임시연) 차오른(배시은) 이선재(김경희) L국 강태윤(오창임) M국 이믿음
(차기쁨) 이풍하(김은경) P국 이기도(김연합) 김요한(김미중) 임아뎀(김혜나) 협력단기 YWAM 손승미
(74가정)
(9가정)

OM(부산지부) C.C.C(울산지부) YWAM(울산지부) IVF(일상생활사역연구소) 프론티어스선교회 한국불어권선교회 IVF(울산지부) IVF(울산지부간사)
선 교 단 체 열방대학 아릴락 HOPE(울산지부) YWAM울산대표(원종명) GMP개척선교회(김요한) GMP개척선교회 프론티어스대표(이현수) 중동선교회 총회세계
선교회(GMS) 울산노회세계선교회 WEC(울산지부) C.C.C대외협력부(최상림) FIM국제선교회 선교한국 여명학교
(23단체)

목양과 교육, 코칭으로 섬기는 사람들

방 송 선 교 극동방송 CTS방송국 CBS기독교방송 (3)
학 원 선 교 총신대학교 교육자선교 제주남녕학원선교

군선교

독수리교회 호산나교회 늘빛교회 군선교울산지부 임마누엘동도교회 (5)
(3단체)

신천지상담실 바이블아카데미 교회갱신협의회 파이디온선교회 미니스트리디렉 현대종교연구 성서유니온(서성태) 부울경교갱협 울산어린이전도협회 울산시각장애선교 아가페이
주민선교회 부산밀알선교단 거제열린문센터 통영베데스다선교회 청소년선교횃불 미래목회연구 사목협 엔플러스 무지개마을공동체 울산여성의쉼터 한국농어촌선교회 사랑의전인
사역단체
치유센터 한국병원선교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지구촌가정훈련원 한국기독교사연구소 개혁신학회 변증전도연구소 울산장애인복지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우리들지역아동센터
생명의전화(울산지부) 울산항만선교회 행복연구원라일락 울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칼넷 엘정책연구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39단체)

윤용돈 010-9581-3217
장원석 010-3438-6048
김정규 010-6619-9916
김승태 010-3678-9582
송근종 010-6756-0004
조준일 010-3166-6025
배홍근 010-3256-2396
전현규 010-5428-8627
김명규 010-2240-1436
권원식 010-3358-9806
용진호 010-5892-2500
장순배 010-9399-0507
최할렐루 010-4678-0120
조창민 010-4850-9581
서반석 010-8388-0297
박요셉 010-3832-9245
박은석 010-3352-8428
짼쫌늦 010-2676-5390
강성철 010-4157-1712

찬양대

1부 시온

조규진 010-4537-9294
박나래 010-3230-5116

2부 할렐루야

시무장로

사역장로

휴직장로
은퇴장로
교구장

1부(오전7:50)

전정수 010-8924-6190
최광봉 010-4575-8142
조창희 010-3457-3675
허태권 010-8566-8273
김재두 010-2066-5801
정치국 010-9426-8978
성이근 010-8139-0191
노춘수 010-3599-6501
이종진 010-3592-9222
배경탁 010-7672-5263
김진술 010-9344-6294
구은출 010-3852-2114
장재문 010-5143-4009
권영우 010-8974-7872
김삼철 010-4556-8222
조용원
최용석 권영순 김용길 정영일
최왕건
박문자 송이순 나난희 오순희
배진련 이미옥 강순옥 유성옥
송미선 변정옥 김미진 신종미
권영숙 안경혜 서은하 박보령

3부 호산나

4부 글로리아

2019년은 예배에 다시 집중하는 해

✽인터넷홈페이지(www.daeyoung.org)를 통해 설교 동영상이 제공됩니다.(3부예배 시,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로 통역이 됩니다.)

| 우리교회 사역자：모든교우

최지웅 010-3413-0778
최영복 010-2343-2631
손정희 010-2422-5561
차우진 010-4568-1312
김창근 010-9511-7741
이진욱 010-2801-4907
김동국 010-4570-0425
홍대훈 010-9354-6008
양형모 010-4860-4909
서동혁 010-9807-0210
이형욱 010-9688-3706
김정훈 010-2537-0597
곽재호 010-2752-5013

주일예배

2019. 8. 11

청소년부 제주단기선교 / 7.29(월)-8.2(금) 제주도 일대교회, 노인정
장년 의료단기선교 / 8.3(토)-8(목) 태국
장년 선교탐방 / 8.4(주일)-10(토) 인도네시아
✿ 청년부 트리퍼런스 / 7.29(월)-8.2(금) 말레이시아
⋅강사: 이용남 선교사(세계선교공동체 국제대표)

전도사
교육전도사
사역선교사

조 운
Cho Woon

희망과 행복을 주는 대영교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여름 국내 및 해외 단기선교

강도사

홈페이지：www.daeyoung.org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는 방황은 대영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어와나 여름캠프 / 8.1(목)-8.3(토) 하늘숲수양관
중등부 여름수련회 / 1차: 8.5(월)-7(수), 2차: 8(목)-10(토) 하늘숲 수양관
고등부 여름수련회 / 8.5(월)-7(수) YPC수련원
고3 수련회 / 8.25(주일) 소리전원교회
외국인한글학교 신앙수련회 / 8.11(주일) 교육실1

부목사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연암동)
교회:(052) 288-1771 교역자실:(052)288-1774

대영교회

⋅강사: 임우현, 홍융희, 전경호, 곽상학, 강은도 목사

후원 선교사 및 단체

현지인선교사 (네팔) 나빈 실라스 암비카 보우즈 가우랍 루드라 (케냐) 도미닉 아이작 피터

대한예수교장로회

✿ 다음세대 자녀와 함께 하는 온가족 특별새벽부흥회 / 8.12(월)-16(금)

2부(오전9:15) 3부(오전11:15) 4부(오후1:15) 5부(오후6:00)

예배인도 송근종 목사 최영복 목사 차우진 목사 김동국 목사 전현규 목사
찬ㅤㅤ송 55장(새15) 하나님의 크신 사랑 / 86장(새86)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주일성수를
위한 예배
노춘수 장로
이성화 집사
기ㅤㅤ도 이진욱 목사
1부 시온찬양대 2부 할렐루야찬양대 3부 호산나찬양대 4부 글로리아찬양대
찬ㅤㅤ양
/

설ㅤㅤ교

정제순

/

/

우리의 전쟁은?

목사

사사기 7:1-2(구약 p.372)

✽다음주 기도：1부- 배홍근 목사, 2부,3부- 이종진 장로, 4부- 김기수 집사

주중집회

최용반
이복숙
김유숙
전순복

수요 그레이스

지휘

전종선

박정욱

최할렐루

이은실

전종선

오르간,피아노

배선희, 이수진

정은숙, 이주옥

배선희, 이현주

정은숙

홍성옥, 조혜진

양산큰사랑 풍성한울산 하국곡 한길 유천 소망 남도시민 하나비전 부산벧엘 서울드림 하늘가족 익산영락 상동 양북 미천 큰기쁨
후 원 교 회 세계로우리 은혜 예봄 친구 새생명 울산반석 실로암 드림의 교하사랑의 대현 도원비전 천안성령영성 경주주찬양 꿈이있는
(46교회)
대구쉴가 가고싶은 예안 하늘뜻 주향한 산들 덕천 관사도 양평명달 맹선 한빛 구도 등대 화도 연흥 낙도선교회

●교회전화: 052-288-1771,4 (내선: 사무실 301 행정실장 300)
●FAX. 052-288-1885
●대영드림아카데미:052-288-1883 ●http://www.daeyou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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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찬양예배
다윗 생애 시리즈
(저녁 7:30)

다음세대 자녀와 함께 하는
9시 기도회 금요심야부흥회
온가족 특별새벽부흥회
(밤 8:30)
(토 밤 9:00)
새벽 5:00 본당 은혜홀
찬양 : 마하나임찬양팀 8.12(월) 임우현 목사(징검다리선교회 대표)
다음세대와
찬양：엘림찬양팀
함께 하는 온가족 말씀 : 배홍근 목사
8.13(화) 홍융희 목사(부산성민교회)
특별 새벽부흥회 찬양 : 그레이스찬양대 8.14(수) 전경호 목사(다음세대 코칭센터 대표) (토) 김정훈 목사 말씀：강은도 목사
관계로 각자 기도 : 하희영 권사
8.15(목) 곽상학 목사(다음세움선교회 대표)
(광교푸른교회)
(다음주 : 임정순 권사) 8.16(금) 강은도 목사(광교푸른교회)
기도합니다.

월요영성집회
(밤 8:00)

예배캠페인

1

대·영·교·회·사·명

대·영·공·동·체·나·눔
2019년은 예배에 다시 집중하는 해
환영합니다.

대영교회를 찾아주신 형제·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1층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오늘 주일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신 정제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설교자: 정제순 목사(아릴락(아시아언어문화연구원) 원장, 한동대 통역번역대학원/국제개발대학원 교수,
국제SIL교수 및 성경 번역 자문위원, 전 파푸아뉴기니 성경 번역 선교사)
2.“다음세대 자녀와 함께 하는 온가족 특별새벽부흥회”
가 내일(8.12)부터 시작됩니다.
일시:
8.12(월)-16(금)
새벽
5:00
·장소:
본당
은혜홀
*
강사:
임우현,
홍융희,
전경호,
곽상학,
강은도
목사
*
(1)아침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차량출발시간은 6:20입니다.
(2)특별새벽기도회 관계로 월요영성집회는 없고, 9시 기도회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3)헌금은 금요심야부흥회 시간에 드립니다.
(4)자세한 사항과 차량시간은 별지를 참조바랍니다.
(5)특송 순서 안내
구분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특송

1,2,3청년부

중,고등부

유년,초등,소년부

영,유아,유치부

부장,부감,총무 일동

3. 금요심야부흥회 / 금요일 밤 8:30부터 11:00까지 본당에서 가집니다.
·강사: 강은도 목사(광교푸른교회) 특송 어와나 헌금 있습니다.
4. 외국인 한글학교 신앙수련회 / 8.11(주일) ·장소: 외국인 한글학교 교실(교육실1)
5. 2019년 2학기 대영교회 장학생 선발
·제출기한: 8.23(금)까지
·자격: 본교회 년44주 이상 출석한 중,고,대학생, 어려운 가정
·제출서류: 신청서 1통(사무실 비치) 및 신청서에 기재된 서류 첨부
·문의/신청: 각 부서 부장님들을 통해 신청바랍니다.
6. 중앙예닮학교 학교설명회 /·일시: 8.11(주일) 3:00 ·장소: 1층 믿음홀
·내용: 교육청인가 기숙형대안학교 중앙예닮학교 학교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대상: 중고등학생 및 입학을 앞둔 학부모 누구나
·문의: 010-3093-8308 한준호, http://ya.or.kr
7. 희망레터 교우사업장 광고 / 9월 희망레터 교우사업장 광고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월 3만원
8. 이단 조심합시다 / 교회 밖의 성경공부나 상담 받는 것, 기도원 가는 것, 기도 받는 것,
교회밖 단체에서 단기선교 가는 것, 신학교 가는 것, 인터넷에 떠다니는 설교 보는 것반드시
교회의 지도를 받읍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간의 계모임, 동업, 돈거래, 물건강매, 다단계 사업,
기획부동산일, 투자권유, 예언사역을 금지합니다!
* 교회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E-mail dav1127@daum.net 로 보내주세요.

교·회·소·식
교우동정

개업 6-24 이미경(박경태)성도‘청초공방’
(동구 방어동 403-15) T.010-2270-2395
장례 3-47 김미향 성도 시부 소천 8.9(금)
✽ 야간 긴급전화는 목양행정목사(차우진 목사:010-4568-1312)와 교구담당목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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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행복을 주는 축복메시지 (8.4 주일3부설교 / 장원석 목사)

“울산을 성시화하고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

2025 VISION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도들로 세워가는
바로 그 교회 울산대영교회

핵심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전도서 9장 9절)

1.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2. 강한 군대 같은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1.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2. 가정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들을 세우는 교회
3. 평신도를 건강하고 강하게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4. 지역사회를 이단과 이슬람, 동성애 등으로부터 지키고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
5. 다음세대 인물을 키우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6. 열방을 품고 선교하며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대영 나눔봉사단 주간활동보고
활 동 명
활 동 일 시
활 동 내 용
활 동 계 획

나눔과 섬김
(후원)

2019. 8. 11.(주일)

* 대영 나눔봉사단 도시락 배달
* 만나 도시락 배달 : 8월 5일(월) 오전 8시30분(지하 1층 식당) / 조리 및 배달
* 만나 도시락 배달 : 밥 54개+기본반찬 75개+국 59개+특수반찬 10개 = 총 65가정
* 만나 도시락 배달
- 8월 12일(월) 64가정에게 도시락 배달이 계속됩니다.
- 주방(조리)팀은 오전 8시30분, 도시락 배달팀은 오전 10시20분,
설거지팀은 오전 11시에 지하 1층 교회식당에서 모입니다.
<후원금> - 8월 1일(월) - 8월 4일(주일)까지 송금하신 분(날짜순)
◆ 지난주 20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8/1 강인애 백준호 양희종(권양희) 정계분
8/3 이동현(전명자) 정성문(강신애)
8/4 김경수 김관우(박지혜) 김정수(박경화) 김충삼(박경희) 문용도
성혜영 송희석(강미란) 여은경 장경석(김진영) 장재문 정점택(조귀순)
최봉식(정유진) 최할렐루(박미영) 하현혜(김성순)

수 입 내 역

※ 후원금
950,000원
8/5 도시락 재료비
820,240원
부르미차량
80,000원
지 출 내 역
※ 총 지출
900,240원
나눔과 섬김의 1. 이번 주 나눔과 섬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과 기도와 자원봉사자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모저모(알림) 2. 나눔과 섬김 후원금 봉투 사용 : 사무실 옆 안내대 참조 바랍니다.
후 원 계 좌 ★ 농협 355-0027-5739-63 (예금주 : 대영교회)
문 의 처 ♥ 함께하실 분들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전현규목사 010-5428-8627)

온라인 헌금
십 일 조 : 농협 815085-51-015755 (예금주: 대영교회)
드림센터건축헌금 : 농협 815085-51-015774 (예금주: 대영교회)
월정헌금 : 농협 351-0672-7416-63 (예금주: 대영교회)
감사헌금 : 농협 815085-51-016383 (예금주: 대영교회)
선교헌금 : 농협 355-0008-9542-43 (예금주: 대영교회 선교회) 절기헌금 : 농협 351-0672-7399-83 (예금주: 대영교회)
* 헌금 계좌이체 후 헌금봉투에 계좌이체와 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십일조, 월정, 건축헌금, 선교헌금은 헌금꽂이대 안에 세대별로 준비된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시 성명 생년월일, 구역, 직분, 금액, 날짜를 기재해 주십시오. 헌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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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시간”
입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결코 선물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짧고
유한한 시간이 끝난 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의 인생, 그들의 하루하루의 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것
이기에 설령 짧고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고생과 아픔, 고통과 상처를 경험한다 해도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또
한 아주 특별한 경험과 체험일 뿐 절대로 원망과 불평, 절망과 낙심의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
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평범한 한 순간, 한 순간, 그 평범한 하루,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날은 특별해서 감사, 지극히 평범한 날
도 그 평범함이 평범함이 아님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은“동역자”
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은“교회”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찌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은 꼭 남편과 아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
광을 위해 힘을 모아 섬길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
분이 남편과 아내일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일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보면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구역장, 교사일 수도
있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팀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이 시대를 감당하고 울산을 성시화 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대영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워터페스티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역자들, 우리 대영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
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올 여름 각 부서에서 진행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국내외 단기선교들! 이 모든 귀한 사역들 가
운데에도 함께 하는 동역자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과 땀과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과 협력이 없었다면 이 모든 사역들은 불
가능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동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릴 통해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은 바로“사명”
입니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수고하고 얻은 분복”
이라는 말은,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은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고, 교회를 향한 수고
, 영혼구원을 위한 수고,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고, 이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는 이러한 수고를“사명”
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
를 내려 주십니다! 사명이 없으면 결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신다는 것은 큰 은혜요, 선물이며, 큰 특권입니다.
사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명의 목적은 결국 하나로 초점이 모아지는데,“복음전파”
와“영혼구원”
입니다
.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사명은 목회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직접적으로 말
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섬김과 희생적인 봉사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데에는 특별히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붙여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언제 어느 때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설교바로듣기”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가·족·신·청
No
383
384
385

성명
김평철
진미선
장녕애

비 고

No
386
387
388

성명
김다빈
문영찬
김연경

비 고
2청년부

No
389
390
381

성명
이상철
김지현
김태은

2청년부
2청년부

No

성명

구역

비 고

새가족 교육 5주과정 이수자
No
292

성명
권미정

구역
달천아이파크2

No
293

성명
남현용

구역
달동현대2

✽ 새가족교육 5주과정 이수자는 새가족수료만찬 참석 자격이 주어집니다.
✽ 새가족수료만찬에 참석하여 새가족6주차 수료를 하면 정식으로 등록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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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교·회·사·명

대·영·공·동·체·나·눔
2019년은 예배에 다시 집중하는 해
환영합니다.

대영교회를 찾아주신 형제·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1층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오늘 주일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신 정제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설교자: 정제순 목사(아릴락(아시아언어문화연구원) 원장, 한동대 통역번역대학원/국제개발대학원 교수,
국제SIL교수 및 성경 번역 자문위원, 전 파푸아뉴기니 성경 번역 선교사)
2.“다음세대 자녀와 함께 하는 온가족 특별새벽부흥회”
가 내일(8.12)부터 시작됩니다.
일시:
8.12(월)-16(금)
새벽
5:00
·장소:
본당
은혜홀
*
강사:
임우현,
홍융희,
전경호,
곽상학,
강은도
목사
*
(1)아침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차량출발시간은 6:20입니다.
(2)특별새벽기도회 관계로 월요영성집회는 없고, 9시 기도회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3)헌금은 금요심야부흥회 시간에 드립니다.
(4)자세한 사항과 차량시간은 별지를 참조바랍니다.
(5)특송 순서 안내
구분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특송

1,2,3청년부

중,고등부

유년,초등,소년부

영,유아,유치부

부장,부감,총무 일동

3. 금요심야부흥회 / 금요일 밤 8:30부터 11:00까지 본당에서 가집니다.
·강사: 강은도 목사(광교푸른교회) 특송 어와나 헌금 있습니다.
4. 외국인 한글학교 신앙수련회 / 8.11(주일) ·장소: 외국인 한글학교 교실(교육실1)
5. 2019년 2학기 대영교회 장학생 선발
·제출기한: 8.23(금)까지
·자격: 본교회 년44주 이상 출석한 중,고,대학생, 어려운 가정
·제출서류: 신청서 1통(사무실 비치) 및 신청서에 기재된 서류 첨부
·문의/신청: 각 부서 부장님들을 통해 신청바랍니다.
6. 중앙예닮학교 학교설명회 /·일시: 8.11(주일) 3:00 ·장소: 1층 믿음홀
·내용: 교육청인가 기숙형대안학교 중앙예닮학교 학교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대상: 중고등학생 및 입학을 앞둔 학부모 누구나
·문의: 010-3093-8308 한준호, http://ya.or.kr
7. 희망레터 교우사업장 광고 / 9월 희망레터 교우사업장 광고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월 3만원
8. 이단 조심합시다 / 교회 밖의 성경공부나 상담 받는 것, 기도원 가는 것, 기도 받는 것,
교회밖 단체에서 단기선교 가는 것, 신학교 가는 것, 인터넷에 떠다니는 설교 보는 것반드시
교회의 지도를 받읍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간의 계모임, 동업, 돈거래, 물건강매, 다단계 사업,
기획부동산일, 투자권유, 예언사역을 금지합니다!
* 교회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E-mail dav1127@daum.net 로 보내주세요.

교·회·소·식
교우동정

개업 6-24 이미경(박경태)성도‘청초공방’
(동구 방어동 403-15) T.010-2270-2395
장례 3-47 김미향 성도 시부 소천 8.9(금)
✽ 야간 긴급전화는 목양행정목사(차우진 목사:010-4568-1312)와 교구담당목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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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행복을 주는 축복메시지 (8.4 주일3부설교 / 장원석 목사)

“울산을 성시화하고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

2025 VISION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도들로 세워가는
바로 그 교회 울산대영교회

핵심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전도서 9장 9절)

1.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2. 강한 군대 같은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1.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2. 가정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들을 세우는 교회
3. 평신도를 건강하고 강하게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4. 지역사회를 이단과 이슬람, 동성애 등으로부터 지키고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
5. 다음세대 인물을 키우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6. 열방을 품고 선교하며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대영 나눔봉사단 주간활동보고
활 동 명
활 동 일 시
활 동 내 용
활 동 계 획

나눔과 섬김
(후원)

2019. 8. 11.(주일)

* 대영 나눔봉사단 도시락 배달
* 만나 도시락 배달 : 8월 5일(월) 오전 8시30분(지하 1층 식당) / 조리 및 배달
* 만나 도시락 배달 : 밥 54개+기본반찬 75개+국 59개+특수반찬 10개 = 총 65가정
* 만나 도시락 배달
- 8월 12일(월) 64가정에게 도시락 배달이 계속됩니다.
- 주방(조리)팀은 오전 8시30분, 도시락 배달팀은 오전 10시20분,
설거지팀은 오전 11시에 지하 1층 교회식당에서 모입니다.
<후원금> - 8월 1일(월) - 8월 4일(주일)까지 송금하신 분(날짜순)
◆ 지난주 20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8/1 강인애 백준호 양희종(권양희) 정계분
8/3 이동현(전명자) 정성문(강신애)
8/4 김경수 김관우(박지혜) 김정수(박경화) 김충삼(박경희) 문용도
성혜영 송희석(강미란) 여은경 장경석(김진영) 장재문 정점택(조귀순)
최봉식(정유진) 최할렐루(박미영) 하현혜(김성순)

수 입 내 역

※ 후원금
950,000원
8/5 도시락 재료비
820,240원
부르미차량
80,000원
지 출 내 역
※ 총 지출
900,240원
나눔과 섬김의 1. 이번 주 나눔과 섬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과 기도와 자원봉사자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모저모(알림) 2. 나눔과 섬김 후원금 봉투 사용 : 사무실 옆 안내대 참조 바랍니다.
후 원 계 좌 ★ 농협 355-0027-5739-63 (예금주 : 대영교회)
문 의 처 ♥ 함께하실 분들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전현규목사 010-5428-8627)

온라인 헌금
십 일 조 : 농협 815085-51-015755 (예금주: 대영교회)
드림센터건축헌금 : 농협 815085-51-015774 (예금주: 대영교회)
월정헌금 : 농협 351-0672-7416-63 (예금주: 대영교회)
감사헌금 : 농협 815085-51-016383 (예금주: 대영교회)
선교헌금 : 농협 355-0008-9542-43 (예금주: 대영교회 선교회) 절기헌금 : 농협 351-0672-7399-83 (예금주: 대영교회)
* 헌금 계좌이체 후 헌금봉투에 계좌이체와 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십일조, 월정, 건축헌금, 선교헌금은 헌금꽂이대 안에 세대별로 준비된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시 성명 생년월일, 구역, 직분, 금액, 날짜를 기재해 주십시오. 헌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3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시간”
입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결코 선물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짧고
유한한 시간이 끝난 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의 인생, 그들의 하루하루의 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것
이기에 설령 짧고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고생과 아픔, 고통과 상처를 경험한다 해도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또
한 아주 특별한 경험과 체험일 뿐 절대로 원망과 불평, 절망과 낙심의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
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평범한 한 순간, 한 순간, 그 평범한 하루,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날은 특별해서 감사, 지극히 평범한 날
도 그 평범함이 평범함이 아님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은“동역자”
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은“교회”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찌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은 꼭 남편과 아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
광을 위해 힘을 모아 섬길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
분이 남편과 아내일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일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보면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구역장, 교사일 수도
있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팀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이 시대를 감당하고 울산을 성시화 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대영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워터페스티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역자들, 우리 대영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
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올 여름 각 부서에서 진행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국내외 단기선교들! 이 모든 귀한 사역들 가
운데에도 함께 하는 동역자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과 땀과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과 협력이 없었다면 이 모든 사역들은 불
가능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동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릴 통해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은 바로“사명”
입니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수고하고 얻은 분복”
이라는 말은,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은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고, 교회를 향한 수고
, 영혼구원을 위한 수고,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고, 이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는 이러한 수고를“사명”
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
를 내려 주십니다! 사명이 없으면 결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신다는 것은 큰 은혜요, 선물이며, 큰 특권입니다.
사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명의 목적은 결국 하나로 초점이 모아지는데,“복음전파”
와“영혼구원”
입니다
.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사명은 목회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직접적으로 말
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섬김과 희생적인 봉사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데에는 특별히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붙여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언제 어느 때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설교바로듣기”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가·족·신·청
No
383
384
385

성명
김평철
진미선
장녕애

비 고

No
386
387
388

성명
김다빈
문영찬
김연경

비 고
2청년부

No
389
390
381

성명
이상철
김지현
김태은

2청년부
2청년부

No

성명

구역

비 고

새가족 교육 5주과정 이수자
No
292

성명
권미정

구역
달천아이파크2

No
293

성명
남현용

구역
달동현대2

✽ 새가족교육 5주과정 이수자는 새가족수료만찬 참석 자격이 주어집니다.
✽ 새가족수료만찬에 참석하여 새가족6주차 수료를 하면 정식으로 등록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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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교·회·사·명

대·영·공·동·체·나·눔
2019년은 예배에 다시 집중하는 해
환영합니다.

대영교회를 찾아주신 형제·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1층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오늘 주일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신 정제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설교자: 정제순 목사(아릴락(아시아언어문화연구원) 원장, 한동대 통역번역대학원/국제개발대학원 교수,
국제SIL교수 및 성경 번역 자문위원, 전 파푸아뉴기니 성경 번역 선교사)
2.“다음세대 자녀와 함께 하는 온가족 특별새벽부흥회”
가 내일(8.12)부터 시작됩니다.
일시:
8.12(월)-16(금)
새벽
5:00
·장소:
본당
은혜홀
*
강사:
임우현,
홍융희,
전경호,
곽상학,
강은도
목사
*
(1)아침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차량출발시간은 6:20입니다.
(2)특별새벽기도회 관계로 월요영성집회는 없고, 9시 기도회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3)헌금은 금요심야부흥회 시간에 드립니다.
(4)자세한 사항과 차량시간은 별지를 참조바랍니다.
(5)특송 순서 안내
구분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특송

1,2,3청년부

중,고등부

유년,초등,소년부

영,유아,유치부

부장,부감,총무 일동

3. 금요심야부흥회 / 금요일 밤 8:30부터 11:00까지 본당에서 가집니다.
·강사: 강은도 목사(광교푸른교회) 특송 어와나 헌금 있습니다.
4. 외국인 한글학교 신앙수련회 / 8.11(주일) ·장소: 외국인 한글학교 교실(교육실1)
5. 2019년 2학기 대영교회 장학생 선발
·제출기한: 8.23(금)까지
·자격: 본교회 년44주 이상 출석한 중,고,대학생, 어려운 가정
·제출서류: 신청서 1통(사무실 비치) 및 신청서에 기재된 서류 첨부
·문의/신청: 각 부서 부장님들을 통해 신청바랍니다.
6. 중앙예닮학교 학교설명회 /·일시: 8.11(주일) 3:00 ·장소: 1층 믿음홀
·내용: 교육청인가 기숙형대안학교 중앙예닮학교 학교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대상: 중고등학생 및 입학을 앞둔 학부모 누구나
·문의: 010-3093-8308 한준호, http://ya.or.kr
7. 희망레터 교우사업장 광고 / 9월 희망레터 교우사업장 광고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월 3만원
8. 이단 조심합시다 / 교회 밖의 성경공부나 상담 받는 것, 기도원 가는 것, 기도 받는 것,
교회밖 단체에서 단기선교 가는 것, 신학교 가는 것, 인터넷에 떠다니는 설교 보는 것반드시
교회의 지도를 받읍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간의 계모임, 동업, 돈거래, 물건강매, 다단계 사업,
기획부동산일, 투자권유, 예언사역을 금지합니다!
* 교회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E-mail dav1127@daum.net 로 보내주세요.

교·회·소·식
교우동정

개업 6-24 이미경(박경태)성도‘청초공방’
(동구 방어동 403-15) T.010-2270-2395
장례 3-47 김미향 성도 시부 소천 8.9(금)
✽ 야간 긴급전화는 목양행정목사(차우진 목사:010-4568-1312)와 교구담당목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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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 행복을 주는 축복메시지 (8.4 주일3부설교 / 장원석 목사)

“울산을 성시화하고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

2025 VISION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도들로 세워가는
바로 그 교회 울산대영교회

핵심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전도서 9장 9절)

1.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2. 강한 군대 같은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1.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2. 가정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들을 세우는 교회
3. 평신도를 건강하고 강하게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4. 지역사회를 이단과 이슬람, 동성애 등으로부터 지키고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
5. 다음세대 인물을 키우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6. 열방을 품고 선교하며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대영 나눔봉사단 주간활동보고
활 동 명
활 동 일 시
활 동 내 용
활 동 계 획

나눔과 섬김
(후원)

2019. 8. 11.(주일)

* 대영 나눔봉사단 도시락 배달
* 만나 도시락 배달 : 8월 5일(월) 오전 8시30분(지하 1층 식당) / 조리 및 배달
* 만나 도시락 배달 : 밥 54개+기본반찬 75개+국 59개+특수반찬 10개 = 총 65가정
* 만나 도시락 배달
- 8월 12일(월) 64가정에게 도시락 배달이 계속됩니다.
- 주방(조리)팀은 오전 8시30분, 도시락 배달팀은 오전 10시20분,
설거지팀은 오전 11시에 지하 1층 교회식당에서 모입니다.
<후원금> - 8월 1일(월) - 8월 4일(주일)까지 송금하신 분(날짜순)
◆ 지난주 20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8/1 강인애 백준호 양희종(권양희) 정계분
8/3 이동현(전명자) 정성문(강신애)
8/4 김경수 김관우(박지혜) 김정수(박경화) 김충삼(박경희) 문용도
성혜영 송희석(강미란) 여은경 장경석(김진영) 장재문 정점택(조귀순)
최봉식(정유진) 최할렐루(박미영) 하현혜(김성순)

수 입 내 역

※ 후원금
950,000원
8/5 도시락 재료비
820,240원
부르미차량
80,000원
지 출 내 역
※ 총 지출
900,240원
나눔과 섬김의 1. 이번 주 나눔과 섬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과 기도와 자원봉사자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모저모(알림) 2. 나눔과 섬김 후원금 봉투 사용 : 사무실 옆 안내대 참조 바랍니다.
후 원 계 좌 ★ 농협 355-0027-5739-63 (예금주 : 대영교회)
문 의 처 ♥ 함께하실 분들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전현규목사 010-5428-8627)

온라인 헌금
십 일 조 : 농협 815085-51-015755 (예금주: 대영교회)
드림센터건축헌금 : 농협 815085-51-015774 (예금주: 대영교회)
월정헌금 : 농협 351-0672-7416-63 (예금주: 대영교회)
감사헌금 : 농협 815085-51-016383 (예금주: 대영교회)
선교헌금 : 농협 355-0008-9542-43 (예금주: 대영교회 선교회) 절기헌금 : 농협 351-0672-7399-83 (예금주: 대영교회)
* 헌금 계좌이체 후 헌금봉투에 계좌이체와 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십일조, 월정, 건축헌금, 선교헌금은 헌금꽂이대 안에 세대별로 준비된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시 성명 생년월일, 구역, 직분, 금액, 날짜를 기재해 주십시오. 헌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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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시간”
입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결코 선물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짧고
유한한 시간이 끝난 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의 인생, 그들의 하루하루의 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것
이기에 설령 짧고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고생과 아픔, 고통과 상처를 경험한다 해도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또
한 아주 특별한 경험과 체험일 뿐 절대로 원망과 불평, 절망과 낙심의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
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평범한 한 순간, 한 순간, 그 평범한 하루,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날은 특별해서 감사, 지극히 평범한 날
도 그 평범함이 평범함이 아님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은“동역자”
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은“교회”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찌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은 꼭 남편과 아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
광을 위해 힘을 모아 섬길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
분이 남편과 아내일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일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보면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구역장, 교사일 수도
있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팀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이 시대를 감당하고 울산을 성시화 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대영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워터페스티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역자들, 우리 대영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
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올 여름 각 부서에서 진행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국내외 단기선교들! 이 모든 귀한 사역들 가
운데에도 함께 하는 동역자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과 땀과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과 협력이 없었다면 이 모든 사역들은 불
가능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동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릴 통해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은 바로“사명”
입니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수고하고 얻은 분복”
이라는 말은,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은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고, 교회를 향한 수고
, 영혼구원을 위한 수고,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고, 이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는 이러한 수고를“사명”
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
를 내려 주십니다! 사명이 없으면 결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신다는 것은 큰 은혜요, 선물이며, 큰 특권입니다.
사명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명의 목적은 결국 하나로 초점이 모아지는데,“복음전파”
와“영혼구원”
입니다
.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사명은 목회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직접적으로 말
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섬김과 희생적인 봉사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데에는 특별히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붙여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언제 어느 때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설교바로듣기”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가·족·신·청
No
383
384
385

성명
김평철
진미선
장녕애

비 고

No
386
387
388

성명
김다빈
문영찬
김연경

비 고
2청년부

No
389
390
381

성명
이상철
김지현
김태은

2청년부
2청년부

No

성명

구역

비 고

새가족 교육 5주과정 이수자
No
292

성명
권미정

구역
달천아이파크2

No
293

성명
남현용

구역
달동현대2

✽ 새가족교육 5주과정 이수자는 새가족수료만찬 참석 자격이 주어집니다.
✽ 새가족수료만찬에 참석하여 새가족6주차 수료를 하면 정식으로 등록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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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시간안내
집 회
1부
주
2부
일
3부
낮
예
4부
배
5부
수 요 예 배
금 요 부 흥 회
새 벽 기 도 회
월요영성집회
9시 기 도 회
영 아 부
유 아 부
주 유 치 부
일 유 년 부
초 등 부
학 소 년 1, 2부
소 년 3부
교 중 등 부
고 등 부
1 청 년 부
2 청 년 부
3 청 년 부
신혼부부모임
젊은부부모임
실버주일학교
외국인한글학교
캄보디아예배
탈 북 민 부

시 간
오전 7:50
오전 9:15
오전 11:15
오후 1:15
오후 6:00
저녁 7:30
밤 8:30
매일 오전5:00(동절기 5:30)
밤 8:00
밤 9:00 (화,목,토)
오전 9:15 / 11:15 / 오후 1:15
오전 9:15 / 11:15 / 오후 1:15
오전 9:15 / 11:15 / 오후 1:15
오전 9:15 / 11:15 / 오후 1:15
오전 9:15 / 11:15 / 오후 1:15
오전 9:15 / 11:15
오후 1:15
오전 9:15 / 11:15
오전 8:00 / 11:15
오후 3:00
오후 3:00
오후 3:00
오후 3:00
오후 3:00
오후 1:15
토요일 밤 8:00, 주일 오후 1:00
오전 11:15
오후 12:30

장

소

비

8월 영적 쉼과 재충전의 달

고

✿ 금요심야부흥회

8. 2 황준호 목사(울산사랑의교회)
8. 9 강덕호 목사(김해나전교회)
8.16 강은도 목사(광교푸른교회)
8.23 정연욱 목사(울산하늘뜻교회)
8.30 차우진 목사(단기선교보고)

2층 은혜홀(본당)
1층 믿음홀(소예배실)

전성도

2층 은혜홀(본당)
1층 믿음홀(소예배실)
1층 믿음홀(소예배실)
4층 소망홀
태아-3세
지하1층 유아부실
4-5세
지하1층 유치부실
6세-취학전
지하2층 기쁨홀
초등 1-2학년
2층 평강홀(소예배실) 초등 3-4학년
5층 드림홀
초등 5-6학년
4층 사랑홀(소예배실) 초등 5-6학년
지하3층 비전홀
중학생
드림홀 / 비전홀
고등학생
2층 평강홀(소예배실) 20-27세 미혼
5층 드림홀
28-35세 미혼
5층 드림홀
36세 이상 미혼
4층 사랑홀
결혼 3년차까지
4층 소망홀
결혼 4-10년차까지
지하3층 비전홀
70세 이상
지하2층 교육실
외국인
지하2층 교육실
캄보디아
지하2층 교육실
탈북민

✿ 여름수련회

(7가정)
파송선교사 필리핀/남기태(강세경) 태국/이봉우(유계화) A국/김창익(김은령) I국/원(에스더) H국/이베드로 통일/이모세 군선교/김영철
남아공 변동식(정금옥) 김광락(조성아) 네팔 박용훈(김득주) 서시온(우하나) 라오스 이종현(엄미정) 케냐 박은형(김영신) 전용범(정희선) 영국 조성택(정경임) 김남진
(김성은) 이태리 송영호(김진희) 일본 이혜진 안효명(장정숙) 에콰도르 이진호(장효빈) 캄보디아 김정영 이근희(송민수) 손춘영(황정순) 권효상(김윤경) 정병설 탄자니아
김정환(남상옥) 태국 손양원(조희수) 지은재(최현숙) 이기풍(한양심) 심경보(김경숙) 김농원(강명선) 김철(이영미) 필리핀 권영수(박경순) 하은규(박은진) 최정희 독일
심요한(이은혜) 예수전도단 권기호(김미자) 중동선교회 강승빈(왕승희) 아릴락 정제순(홍정옥) 아프리카내지선교회 조운일(유명희) 계양선교센터 박천일(이연회) 국내
협력선교사 몽골사역 허석구(이영숙) 빛세계선교회 정혜원 WEC국제선교동원본부 유병국(류보인) 로고스호프 박필훈(장미애) 송은비(앤드류) 순회사역 이송인 FIM국제선교회
유해석 TBM 이지웅(박영미) 한국 박원철(유경희) 전욱(김현희) A국 이드림(허미소) 윤정수(탁문숙) C국 김송경 D국 양영자(이영철) E국 주예노(하은혜) F국 김창석
(우은주) 강연호(임영주) 김평화(최온유) H국 조수아(여신실) 양요한(이시라) 김성용(박신정) 손동건(김정애) 이상돈(이수영) 이동섭(장정옥) 김승경(강정미) I국 윤요한b
(서사랑) 안성원(조은숙) 이희열(박헵시바) 조경석(강미경) K국 심바울(성은혜) 윤요한a(임시연) 차오른(배시은) 이선재(김경희) L국 강태윤(오창임) M국 이믿음
(차기쁨) 이풍하(김은경) P국 이기도(김연합) 김요한(김미중) 임아뎀(김혜나) 협력단기 YWAM 손승미
(74가정)
(9가정)

OM(부산지부) C.C.C(울산지부) YWAM(울산지부) IVF(일상생활사역연구소) 프론티어스선교회 한국불어권선교회 IVF(울산지부) IVF(울산지부간사)
선 교 단 체 열방대학 아릴락 HOPE(울산지부) YWAM울산대표(원종명) GMP개척선교회(김요한) GMP개척선교회 프론티어스대표(이현수) 중동선교회 총회세계
선교회(GMS) 울산노회세계선교회 WEC(울산지부) C.C.C대외협력부(최상림) FIM국제선교회 선교한국 여명학교
(23단체)

목양과 교육, 코칭으로 섬기는 사람들

방 송 선 교 극동방송 CTS방송국 CBS기독교방송 (3)
학 원 선 교 총신대학교 교육자선교 제주남녕학원선교

군선교

독수리교회 호산나교회 늘빛교회 군선교울산지부 임마누엘동도교회 (5)
(3단체)

신천지상담실 바이블아카데미 교회갱신협의회 파이디온선교회 미니스트리디렉 현대종교연구 성서유니온(서성태) 부울경교갱협 울산어린이전도협회 울산시각장애선교 아가페이
주민선교회 부산밀알선교단 거제열린문센터 통영베데스다선교회 청소년선교횃불 미래목회연구 사목협 엔플러스 무지개마을공동체 울산여성의쉼터 한국농어촌선교회 사랑의전인
사역단체
치유센터 한국병원선교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지구촌가정훈련원 한국기독교사연구소 개혁신학회 변증전도연구소 울산장애인복지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우리들지역아동센터
생명의전화(울산지부) 울산항만선교회 행복연구원라일락 울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칼넷 엘정책연구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39단체)

윤용돈 010-9581-3217
장원석 010-3438-6048
김정규 010-6619-9916
김승태 010-3678-9582
송근종 010-6756-0004
조준일 010-3166-6025
배홍근 010-3256-2396
전현규 010-5428-8627
김명규 010-2240-1436
권원식 010-3358-9806
용진호 010-5892-2500
장순배 010-9399-0507
최할렐루 010-4678-0120
조창민 010-4850-9581
서반석 010-8388-0297
박요셉 010-3832-9245
박은석 010-3352-8428
짼쫌늦 010-2676-5390
강성철 010-4157-1712

찬양대

1부 시온

조규진 010-4537-9294
박나래 010-3230-5116

2부 할렐루야

시무장로

사역장로

휴직장로
은퇴장로
교구장

1부(오전7:50)

전정수 010-8924-6190
최광봉 010-4575-8142
조창희 010-3457-3675
허태권 010-8566-8273
김재두 010-2066-5801
정치국 010-9426-8978
성이근 010-8139-0191
노춘수 010-3599-6501
이종진 010-3592-9222
배경탁 010-7672-5263
김진술 010-9344-6294
구은출 010-3852-2114
장재문 010-5143-4009
권영우 010-8974-7872
김삼철 010-4556-8222
조용원
최용석 권영순 김용길 정영일
최왕건
박문자 송이순 나난희 오순희
배진련 이미옥 강순옥 유성옥
송미선 변정옥 김미진 신종미
권영숙 안경혜 서은하 박보령

3부 호산나

4부 글로리아

2019년은 예배에 다시 집중하는 해

✽인터넷홈페이지(www.daeyoung.org)를 통해 설교 동영상이 제공됩니다.(3부예배 시,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로 통역이 됩니다.)

| 우리교회 사역자：모든교우

최지웅 010-3413-0778
최영복 010-2343-2631
손정희 010-2422-5561
차우진 010-4568-1312
김창근 010-9511-7741
이진욱 010-2801-4907
김동국 010-4570-0425
홍대훈 010-9354-6008
양형모 010-4860-4909
서동혁 010-9807-0210
이형욱 010-9688-3706
김정훈 010-2537-0597
곽재호 010-2752-5013

주일예배

2019. 8. 11

청소년부 제주단기선교 / 7.29(월)-8.2(금) 제주도 일대교회, 노인정
장년 의료단기선교 / 8.3(토)-8(목) 태국
장년 선교탐방 / 8.4(주일)-10(토) 인도네시아
✿ 청년부 트리퍼런스 / 7.29(월)-8.2(금) 말레이시아
⋅강사: 이용남 선교사(세계선교공동체 국제대표)

전도사
교육전도사
사역선교사

조 운
Cho Woon

희망과 행복을 주는 대영교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여름 국내 및 해외 단기선교

강도사

홈페이지：www.daeyoung.org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는 방황은 대영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어와나 여름캠프 / 8.1(목)-8.3(토) 하늘숲수양관
중등부 여름수련회 / 1차: 8.5(월)-7(수), 2차: 8(목)-10(토) 하늘숲 수양관
고등부 여름수련회 / 8.5(월)-7(수) YPC수련원
고3 수련회 / 8.25(주일) 소리전원교회
외국인한글학교 신앙수련회 / 8.11(주일) 교육실1

부목사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연암동)
교회:(052) 288-1771 교역자실:(052)288-1774

대영교회

⋅강사: 임우현, 홍융희, 전경호, 곽상학, 강은도 목사

후원 선교사 및 단체

현지인선교사 (네팔) 나빈 실라스 암비카 보우즈 가우랍 루드라 (케냐) 도미닉 아이작 피터

대한예수교장로회

✿ 다음세대 자녀와 함께 하는 온가족 특별새벽부흥회 / 8.12(월)-16(금)

2부(오전9:15) 3부(오전11:15) 4부(오후1:15) 5부(오후6:00)

예배인도 송근종 목사 최영복 목사 차우진 목사 김동국 목사 전현규 목사
찬ㅤㅤ송 55장(새15) 하나님의 크신 사랑 / 86장(새86)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주일성수를
위한 예배
노춘수 장로
이성화 집사
기ㅤㅤ도 이진욱 목사
1부 시온찬양대 2부 할렐루야찬양대 3부 호산나찬양대 4부 글로리아찬양대
찬ㅤㅤ양
/

설ㅤㅤ교

정제순

/

/

우리의 전쟁은?

목사

사사기 7:1-2(구약 p.372)

✽다음주 기도：1부- 배홍근 목사, 2부,3부- 이종진 장로, 4부- 김기수 집사

주중집회

최용반
이복숙
김유숙
전순복

수요 그레이스

지휘

전종선

박정욱

최할렐루

이은실

전종선

오르간,피아노

배선희, 이수진

정은숙, 이주옥

배선희, 이현주

정은숙

홍성옥, 조혜진

양산큰사랑 풍성한울산 하국곡 한길 유천 소망 남도시민 하나비전 부산벧엘 서울드림 하늘가족 익산영락 상동 양북 미천 큰기쁨
후 원 교 회 세계로우리 은혜 예봄 친구 새생명 울산반석 실로암 드림의 교하사랑의 대현 도원비전 천안성령영성 경주주찬양 꿈이있는
(46교회)
대구쉴가 가고싶은 예안 하늘뜻 주향한 산들 덕천 관사도 양평명달 맹선 한빛 구도 등대 화도 연흥 낙도선교회

●교회전화: 052-288-1771,4 (내선: 사무실 301 행정실장 300)
●FAX. 052-288-1885
●대영드림아카데미:052-288-1883 ●http://www.daeyou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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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찬양예배
다윗 생애 시리즈
(저녁 7:30)

다음세대 자녀와 함께 하는
9시 기도회 금요심야부흥회
온가족 특별새벽부흥회
(밤 8:30)
(토 밤 9:00)
새벽 5:00 본당 은혜홀
찬양 : 마하나임찬양팀 8.12(월) 임우현 목사(징검다리선교회 대표)
다음세대와
찬양：엘림찬양팀
함께 하는 온가족 말씀 : 배홍근 목사
8.13(화) 홍융희 목사(부산성민교회)
특별 새벽부흥회 찬양 : 그레이스찬양대 8.14(수) 전경호 목사(다음세대 코칭센터 대표) (토) 김정훈 목사 말씀：강은도 목사
관계로 각자 기도 : 하희영 권사
8.15(목) 곽상학 목사(다음세움선교회 대표)
(광교푸른교회)
(다음주 : 임정순 권사) 8.16(금) 강은도 목사(광교푸른교회)
기도합니다.

월요영성집회
(밤 8:00)

예배캠페인

1

교회설립1960. 1. 3

2019.8.11 (NO.60-32)

예배시간안내
집 회
1부
주
2부
일
3부
낮
예
4부
배
5부
수 요 예 배
금 요 부 흥 회
새 벽 기 도 회
월요영성집회
9시 기 도 회
영 아 부
유 아 부
주 유 치 부
일 유 년 부
초 등 부
학 소 년 1, 2부
소 년 3부
교 중 등 부
고 등 부
1 청 년 부
2 청 년 부
3 청 년 부
신혼부부모임
젊은부부모임
실버주일학교
외국인한글학교
캄보디아예배
탈 북 민 부

시 간
오전 7:50
오전 9:15
오전 11:15
오후 1:15
오후 6:00
저녁 7:30
밤 8:30
매일 오전5:00(동절기 5:30)
밤 8:00
밤 9:00 (화,목,토)
오전 9:15 / 11:15 / 오후 1:15
오전 9:15 / 11:15 / 오후 1:15
오전 9:15 / 11:15 / 오후 1:15
오전 9:15 / 11:15 / 오후 1:15
오전 9:15 / 11:15 / 오후 1:15
오전 9:15 / 11:15
오후 1:15
오전 9:15 / 11:15
오전 8:00 / 11:15
오후 3:00
오후 3:00
오후 3:00
오후 3:00
오후 3:00
오후 1:15
토요일 밤 8:00, 주일 오후 1:00
오전 11:15
오후 12:30

장

소

비

8월 영적 쉼과 재충전의 달

고

✿ 금요심야부흥회

8. 2 황준호 목사(울산사랑의교회)
8. 9 강덕호 목사(김해나전교회)
8.16 강은도 목사(광교푸른교회)
8.23 정연욱 목사(울산하늘뜻교회)
8.30 차우진 목사(단기선교보고)

2층 은혜홀(본당)
1층 믿음홀(소예배실)

전성도

2층 은혜홀(본당)
1층 믿음홀(소예배실)
1층 믿음홀(소예배실)
4층 소망홀
태아-3세
지하1층 유아부실
4-5세
지하1층 유치부실
6세-취학전
지하2층 기쁨홀
초등 1-2학년
2층 평강홀(소예배실) 초등 3-4학년
5층 드림홀
초등 5-6학년
4층 사랑홀(소예배실) 초등 5-6학년
지하3층 비전홀
중학생
드림홀 / 비전홀
고등학생
2층 평강홀(소예배실) 20-27세 미혼
5층 드림홀
28-35세 미혼
5층 드림홀
36세 이상 미혼
4층 사랑홀
결혼 3년차까지
4층 소망홀
결혼 4-10년차까지
지하3층 비전홀
70세 이상
지하2층 교육실
외국인
지하2층 교육실
캄보디아
지하2층 교육실
탈북민

✿ 여름수련회

(7가정)
파송선교사 필리핀/남기태(강세경) 태국/이봉우(유계화) A국/김창익(김은령) I국/원(에스더) H국/이베드로 통일/이모세 군선교/김영철
남아공 변동식(정금옥) 김광락(조성아) 네팔 박용훈(김득주) 서시온(우하나) 라오스 이종현(엄미정) 케냐 박은형(김영신) 전용범(정희선) 영국 조성택(정경임) 김남진
(김성은) 이태리 송영호(김진희) 일본 이혜진 안효명(장정숙) 에콰도르 이진호(장효빈) 캄보디아 김정영 이근희(송민수) 손춘영(황정순) 권효상(김윤경) 정병설 탄자니아
김정환(남상옥) 태국 손양원(조희수) 지은재(최현숙) 이기풍(한양심) 심경보(김경숙) 김농원(강명선) 김철(이영미) 필리핀 권영수(박경순) 하은규(박은진) 최정희 독일
심요한(이은혜) 예수전도단 권기호(김미자) 중동선교회 강승빈(왕승희) 아릴락 정제순(홍정옥) 아프리카내지선교회 조운일(유명희) 계양선교센터 박천일(이연회) 국내
협력선교사 몽골사역 허석구(이영숙) 빛세계선교회 정혜원 WEC국제선교동원본부 유병국(류보인) 로고스호프 박필훈(장미애) 송은비(앤드류) 순회사역 이송인 FIM국제선교회
유해석 TBM 이지웅(박영미) 한국 박원철(유경희) 전욱(김현희) A국 이드림(허미소) 윤정수(탁문숙) C국 김송경 D국 양영자(이영철) E국 주예노(하은혜) F국 김창석
(우은주) 강연호(임영주) 김평화(최온유) H국 조수아(여신실) 양요한(이시라) 김성용(박신정) 손동건(김정애) 이상돈(이수영) 이동섭(장정옥) 김승경(강정미) I국 윤요한b
(서사랑) 안성원(조은숙) 이희열(박헵시바) 조경석(강미경) K국 심바울(성은혜) 윤요한a(임시연) 차오른(배시은) 이선재(김경희) L국 강태윤(오창임) M국 이믿음
(차기쁨) 이풍하(김은경) P국 이기도(김연합) 김요한(김미중) 임아뎀(김혜나) 협력단기 YWAM 손승미
(74가정)
(9가정)

OM(부산지부) C.C.C(울산지부) YWAM(울산지부) IVF(일상생활사역연구소) 프론티어스선교회 한국불어권선교회 IVF(울산지부) IVF(울산지부간사)
선 교 단 체 열방대학 아릴락 HOPE(울산지부) YWAM울산대표(원종명) GMP개척선교회(김요한) GMP개척선교회 프론티어스대표(이현수) 중동선교회 총회세계
선교회(GMS) 울산노회세계선교회 WEC(울산지부) C.C.C대외협력부(최상림) FIM국제선교회 선교한국 여명학교
(23단체)

목양과 교육, 코칭으로 섬기는 사람들

방 송 선 교 극동방송 CTS방송국 CBS기독교방송 (3)
학 원 선 교 총신대학교 교육자선교 제주남녕학원선교

군선교

독수리교회 호산나교회 늘빛교회 군선교울산지부 임마누엘동도교회 (5)
(3단체)

신천지상담실 바이블아카데미 교회갱신협의회 파이디온선교회 미니스트리디렉 현대종교연구 성서유니온(서성태) 부울경교갱협 울산어린이전도협회 울산시각장애선교 아가페이
주민선교회 부산밀알선교단 거제열린문센터 통영베데스다선교회 청소년선교횃불 미래목회연구 사목협 엔플러스 무지개마을공동체 울산여성의쉼터 한국농어촌선교회 사랑의전인
사역단체
치유센터 한국병원선교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지구촌가정훈련원 한국기독교사연구소 개혁신학회 변증전도연구소 울산장애인복지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우리들지역아동센터
생명의전화(울산지부) 울산항만선교회 행복연구원라일락 울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칼넷 엘정책연구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39단체)

윤용돈 010-9581-3217
장원석 010-3438-6048
김정규 010-6619-9916
김승태 010-3678-9582
송근종 010-6756-0004
조준일 010-3166-6025
배홍근 010-3256-2396
전현규 010-5428-8627
김명규 010-2240-1436
권원식 010-3358-9806
용진호 010-5892-2500
장순배 010-9399-0507
최할렐루 010-4678-0120
조창민 010-4850-9581
서반석 010-8388-0297
박요셉 010-3832-9245
박은석 010-3352-8428
짼쫌늦 010-2676-5390
강성철 010-4157-1712

찬양대

1부 시온

조규진 010-4537-9294
박나래 010-3230-5116

2부 할렐루야

시무장로

사역장로

휴직장로
은퇴장로
교구장

1부(오전7:50)

전정수 010-8924-6190
최광봉 010-4575-8142
조창희 010-3457-3675
허태권 010-8566-8273
김재두 010-2066-5801
정치국 010-9426-8978
성이근 010-8139-0191
노춘수 010-3599-6501
이종진 010-3592-9222
배경탁 010-7672-5263
김진술 010-9344-6294
구은출 010-3852-2114
장재문 010-5143-4009
권영우 010-8974-7872
김삼철 010-4556-8222
조용원
최용석 권영순 김용길 정영일
최왕건
박문자 송이순 나난희 오순희
배진련 이미옥 강순옥 유성옥
송미선 변정옥 김미진 신종미
권영숙 안경혜 서은하 박보령

3부 호산나

4부 글로리아

2019년은 예배에 다시 집중하는 해

✽인터넷홈페이지(www.daeyoung.org)를 통해 설교 동영상이 제공됩니다.(3부예배 시,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로 통역이 됩니다.)

| 우리교회 사역자：모든교우

최지웅 010-3413-0778
최영복 010-2343-2631
손정희 010-2422-5561
차우진 010-4568-1312
김창근 010-9511-7741
이진욱 010-2801-4907
김동국 010-4570-0425
홍대훈 010-9354-6008
양형모 010-4860-4909
서동혁 010-9807-0210
이형욱 010-9688-3706
김정훈 010-2537-0597
곽재호 010-2752-5013

주일예배

2019. 8. 11

청소년부 제주단기선교 / 7.29(월)-8.2(금) 제주도 일대교회, 노인정
장년 의료단기선교 / 8.3(토)-8(목) 태국
장년 선교탐방 / 8.4(주일)-10(토) 인도네시아
✿ 청년부 트리퍼런스 / 7.29(월)-8.2(금) 말레이시아
⋅강사: 이용남 선교사(세계선교공동체 국제대표)

전도사
교육전도사
사역선교사

조 운
Cho Woon

희망과 행복을 주는 대영교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여름 국내 및 해외 단기선교

강도사

홈페이지：www.daeyoung.org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는 방황은 대영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어와나 여름캠프 / 8.1(목)-8.3(토) 하늘숲수양관
중등부 여름수련회 / 1차: 8.5(월)-7(수), 2차: 8(목)-10(토) 하늘숲 수양관
고등부 여름수련회 / 8.5(월)-7(수) YPC수련원
고3 수련회 / 8.25(주일) 소리전원교회
외국인한글학교 신앙수련회 / 8.11(주일) 교육실1

부목사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연암동)
교회:(052) 288-1771 교역자실:(052)288-1774

대영교회

⋅강사: 임우현, 홍융희, 전경호, 곽상학, 강은도 목사

후원 선교사 및 단체

현지인선교사 (네팔) 나빈 실라스 암비카 보우즈 가우랍 루드라 (케냐) 도미닉 아이작 피터

대한예수교장로회

✿ 다음세대 자녀와 함께 하는 온가족 특별새벽부흥회 / 8.12(월)-16(금)

2부(오전9:15) 3부(오전11:15) 4부(오후1:15) 5부(오후6:00)

예배인도 송근종 목사 최영복 목사 차우진 목사 김동국 목사 전현규 목사
찬ㅤㅤ송 55장(새15) 하나님의 크신 사랑 / 86장(새86)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주일성수를
위한 예배
노춘수 장로
이성화 집사
기ㅤㅤ도 이진욱 목사
1부 시온찬양대 2부 할렐루야찬양대 3부 호산나찬양대 4부 글로리아찬양대
찬ㅤㅤ양
/

설ㅤㅤ교

정제순

/

/

우리의 전쟁은?

목사

사사기 7:1-2(구약 p.372)

✽다음주 기도：1부- 배홍근 목사, 2부,3부- 이종진 장로, 4부- 김기수 집사

주중집회

최용반
이복숙
김유숙
전순복

수요 그레이스

지휘

전종선

박정욱

최할렐루

이은실

전종선

오르간,피아노

배선희, 이수진

정은숙, 이주옥

배선희, 이현주

정은숙

홍성옥, 조혜진

양산큰사랑 풍성한울산 하국곡 한길 유천 소망 남도시민 하나비전 부산벧엘 서울드림 하늘가족 익산영락 상동 양북 미천 큰기쁨
후 원 교 회 세계로우리 은혜 예봄 친구 새생명 울산반석 실로암 드림의 교하사랑의 대현 도원비전 천안성령영성 경주주찬양 꿈이있는
(46교회)
대구쉴가 가고싶은 예안 하늘뜻 주향한 산들 덕천 관사도 양평명달 맹선 한빛 구도 등대 화도 연흥 낙도선교회

●교회전화: 052-288-1771,4 (내선: 사무실 301 행정실장 300)
●FAX. 052-288-1885
●대영드림아카데미:052-288-1883 ●http://www.daeyou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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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찬양예배
다윗 생애 시리즈
(저녁 7:30)

다음세대 자녀와 함께 하는
9시 기도회 금요심야부흥회
온가족 특별새벽부흥회
(밤 8:30)
(토 밤 9:00)
새벽 5:00 본당 은혜홀
찬양 : 마하나임찬양팀 8.12(월) 임우현 목사(징검다리선교회 대표)
다음세대와
찬양：엘림찬양팀
함께 하는 온가족 말씀 : 배홍근 목사
8.13(화) 홍융희 목사(부산성민교회)
특별 새벽부흥회 찬양 : 그레이스찬양대 8.14(수) 전경호 목사(다음세대 코칭센터 대표) (토) 김정훈 목사 말씀：강은도 목사
관계로 각자 기도 : 하희영 권사
8.15(목) 곽상학 목사(다음세움선교회 대표)
(광교푸른교회)
(다음주 : 임정순 권사) 8.16(금) 강은도 목사(광교푸른교회)
기도합니다.

월요영성집회
(밤 8:00)

예배캠페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