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ONE WAY CHURCH

교 회 소 식  C h u r c h  N e w s

 대 표 기 도     Representative Prayer

10.10.2021

 기도요청  Prayer Request 

 교회 방문 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 주시고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신 후 입장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당분간 예배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성경 공부 신청을 받습니다. (화요일 - 금요일 모든 시간 가능) 

 온라인 예배 방송을 위해 주일에는 WIFI 사용이 제한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방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30에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하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HolyWin Day 유초등부 행사 안내 

  - 10월 29일 금요일 저녁 7:00 - 9:00  

  - 1부: 예배, 2부: 게임 및 식사 

  - 사탕 및 초컬릿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원웨이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지난 15년간 원웨이 교회 주인 되시고 한없는 은혜로 보

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오전 11:00 

어린이예배  Kids Service 

오전 10:00 

새벽예배   Early Morning

오전 5:30  (화요일-금요일)

금요기도회  Friday Prayer  Meeting

오후 7:30  

성경공부    Bible Study

                  283 777 8340  

미 남침례회 (S.B.C)

원웨이 교회
ONE WAY CHURCH

TEL. 703-268-0417 / 703-304-1300   WWW.ONEWAYUS.ORG 

예배/모임안내  

Service /Meeting Schedule

      담임목사 고상훈 I 교육전도사 김형승

말씀읽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되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 

•Michael & Susan Lee (인도네시아) 

     자녀: Samuel, Benjamin 

•원향기 (중국) 

10월 10일 문하람 자매

10월 17일 박천욱 형제

10월 24일 이가영 사모

10월 31일 신철우 집사

11월 7일 도은숙 집사

Address. 10090 Main Street. Suite 203 Fairfax, VA 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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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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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요약  I n  S p i r i t  &  I n  T r u t h   T h e  S u m m a r y  o f  G o d ’ s  M e s s a g e  

주일낮 예배                                                  주일 오전 11시

“하나님의 섭리” (행 26장)  
“God’s Providence”(Acts 26)  

    본 문                                                 내 용 요 약     

6장 사도가 아닌 헬라파 유대인 집사를 통해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7장 조상들처럼 메시야를 죽이고 성전을 우상화 시킨 자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순전한 복음

8장 사마리아인, 이방인 내시, 로마인까지도 구원하는 복음을 빌립을 통해 유대교 성도들에게 보여주심 

9장 바울의 칼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유대인의 칼에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위로주시는 성령님 역사

10장 성령님의 역사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안에서 서로 교제하게됨

11장 성령님의 역사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됨

12장 구원자, 심판자,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역사로 점점 더 퍼지는 복음

13장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셔 역사하시는 성령님

14장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기 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역사를 교회에게 보고하는 두 사도 

15장 믿음의 차이로 생긴 교회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두 사도로 인해 벌어진 일

16장 바울의 계획이 아닌 예상 불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로마식민지 빌립보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

17장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말씀의 증거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18장 위로의 사람들, 동역자들, 주의 약속을 통해 바울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19장 하나님의 뜻대로 에베소에서 천국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에베소 사역을 마침

20장 제자와 지도자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그들의 삶을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바울

21장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복음 전파의 그릇이 된 바울

22장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 하셨던 일들과 하신 일들 그리고 하실 일들에 관한 말씀 

23장 바울이 담대하도록 찾아와 주시고, 위험을 알고 피하게 하시고, 군대와 관리 통해 보호받게 하신 주님

24장 의, 절제,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믿는 바울의 삶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25장 세상의 악한 방법과, 힘을 통해 바울을 죽여 성령님의 계획을 막으려 했지만 바울의 무죄로 인해 실패

26장 바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시어 복음을 듣는 이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