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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중기도 저녁예배 점심봉사

월 일9 27 김숙진 권사 김은정 집사 김형기 홍윤기 임동재

월 일10 4 안미나 집사 구자홍 집사 김규현 최성보 김현덕

월 일10 11 김삼순 권사 안미나 집사 최승희 안광빈 김해경

월 일10 18 최성보 집사 구경숙 집사 임동재 홍윤기 김형기

월안내10 안미나 집사 월촛불점화10 홍윤기 집사 김의숙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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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요소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크린틴 이[The Human Factor_ ] . 

스트우드가 감독을 한 영화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이었, 

던 넬슨 만델라의 파란만장한 생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만델라가 .  

년대 중반에 인종적 및 경제적으로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 어떻게 1990

일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인 정부의 공식적인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  “
테이드 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만델라는 년간을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야만 했” 27

습니다 그런데 년부터 세상이 만델라는 주목하면서 석방되었고 년에. 1990 , 1994

는 마침내 만델라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년 남아프리카 공광국은 럭비 월드컵토너먼트를 주최했습니다 럭비     1995 , . 

는 전통적으로 백인의 경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팀도 백인 선수들로만 구. 

성되어있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가 흑인인 나라에서 소수의 백인이 한 나라. 90% , 

를 대표했던 것입니다 흑인 대통령 백인 선수들만의 팀 년 동안 감옥에서 .  , , 27

독방 생활을 한 후 만델라는 이 백인 선수들을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 

았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 

다. 

만델라는 럭비선수용 저지 셔츠를 입고 팀의 마스코트인 영양이 그려진 모자   

를 쓴 채로 기자회견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 “
은 이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백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 . 

그들은 우리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토너먼트에서 그들을 후원하고 . 

지지해야만 합니다.”
다음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럭비 팀 코치는 선수들을 만델라가 삼십년 가까    , 

운 세월을 보낸 감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은 사방으로 쇠창살을 두른 음. 

산한 곳이었습니다 코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넬슨 만델라가 오랜 세. . “
월 갇혀 있었던 독방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년 . 27

동안 여기에 갇혀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만델라의 투옥을 묵인해왔습니다. . 

그러나 그는 지금 줄곧 우리를 공개적으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토너먼트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럭비팀 선수들은 기대이    . 

상으로 훌륭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때마다 만델라는 선수들과 똑같은 유니. 

폼을 입고 흑인 광부의 노래를 부르며 명의 관중을 이끌며 응원을 주도했65,000

습니다 결국 남아공팀이 우승을 했고 이후에 시간동안 백인들과 흑인들이 남.  , 24

아프리카 공화국 거리에서 함께 춤을 추며 우승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인종나라의 동료시민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장 절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만델라가 1 78 .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함께하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비전세우기 1. 
교회비전세우기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작성하셔서 주님이 함께하   . 
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위원 기도모임2. : 매주 주일 시 분 애찬실 혹은 번방에서  11 50 2
있습니다.  

3. 목회협조위원회: 다음주 예배후에 모입니다.
안광빈 집사4. : 이번주 수요일에 에서 백내장 수술이 있습니다LA .
남선교회 그라지 세일5. : 월 일 토요일 오전 시에 그라지 세일 10 24 8
이 있습니다 도네이션하는 물건 픽업가능합니다. . 
담임목사 오픈하우스6. : 오늘저녁은 담임목사 오픈하우스로 모입니 
다 목장모임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쥴을 준비합니다 오후 시에 . . 6
모입니다. 190 N Coventry Ave, apt 132, Clovis CA 93611

교인총회7. Charge Conference( ): 교인총회가 월 일 주일 저녁 11 29
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위원들을 재정보고와 행사보고 내년행. , 
사계획을 담임목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안내8. 

   1)Central Valley Churches Multicultural Celebration
     월 일 토요일 10 3  
   2)The Bishops “Faithfulness and Fruitfulness Tour” in the 

Central Valley 월 일 토10 17 ( )- Wesley UMC
   3)Processing Charer meeting 월 일 금 교회 10 23 ( )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위원 안내 및 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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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입례찬양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경배와찬양 Praise &Worship 찬양팀

✜ 입례송 Anthem 다함께 장 새 장 31  ( 67 )

고백

✜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장2

찬송 Hymn 다같이 장 새 장482 ( 364 ) 

기도 Prayer 김숙진 권사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인도자 사도행전 8:1-15

설교 Sermon  김규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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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장 새 장377 ( 449 )

✜ 찬양 Hymn 다함께 장1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 주기도송 다함께

✜ 축도 / Benediciton 김규현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후레즈노교회 창립 주년 행사를 위해 1. 20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위하여2.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3.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학교사역을 위해4. 

성도들의 사업과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5. 

질병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6. ,

은퇴하시는 윤문섭 장로님을 위하여7. 

월생일자 안내 육평화 윤성자 엄선영 김소망 구본준 김민지 10 : ✤
함께 나눌 기도제목은 알려주시면 새벽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
기도합니다. 

새벽기도회
화 토 새벽 시- 6

갈라디아서강해

수요예배
저녁 시 분7 30

함석헌 선생
기독교인물시리즈( )

주일예배
오후 시 분12 30

사도행전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

주일저녁예배
저녁 시7

창세기
찬양예배( )

예배안내  

주일헌금 김남국 김혜진 김해경 최승희 최미란 한순옥 교회학교 무명

감사헌금 최성보 최줄리 홍윤기 김의숙

십일조 김규현 홍윤정 윤문섭 윤경희 임동재 임정원 장영심 홍윤기 

김의숙
목장헌금 합계 $1,326.00

지난주 헌금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