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목사 김영길
〒150-0036 東京都渋谷区南平台町6-17

FAX 03-3463-1369
https://www.shibuyachurch.org
TEL 03-3463-1364

장로 송의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부 합동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예배시간이 오전 11시로 변경됩니다.

동경시부야복음교회
東京渋谷福音教会

Alliance Church Network

행사 및 모임

교우소식 및 알림

협력사항

청소담당

기노스코 성경공부

예 배 안 내 우리교회 비전 및 사명

1부 일본어주일예배

1부 일본어 소그룹

2부 한국어주일예배

2부 한국어 소그룹

어린이 주일예배

중고등부 주일예배

예배전 기도회(1부)

예배전 기도회(2부)

아침 개인기도회

수요말씀과 기도모임(zoom)

기노스코 성경훈련

우리교회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으로서
주님나라 확장하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
(에베소서 1:22-23)

우리교회의 사명

거룩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세대로서

우리로 거하게 하신 지역과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신

모든 나라를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기

(창세기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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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3:00

15:0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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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10:00

(주일)12:20

(화-토)

20:00

기노스코 
란참조

금주 예배스케쥴

최근 코로나 감염 재확산으로 인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일 예배는 9월부터도 예배당
에서 대면으로 드리는 것과 영상으로 드리는 것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S와 Youth 
예배는 교사의 판단하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9/24(토) 오후 2시부터 石井 秀和(이시이 히데카즈) 전도사와 三上  麻友子(미카미 
마유코) 자매의 결혼식이 본 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3. 9/30(금) 오전 11:30부터 이 상현 형제와  高嶋　里奈(타카시마 리나) 자매의 결혼식
이 있습니다.  (장소: The Surf Ocean Terrace)

1.
 자녀의 헌아식을 원하시는 부모님들과 침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맑은 샘 침례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위한 헌금을 본 교회로 보내 오셨습니다. 3.

코로나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 대면 예배가 안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4.

대면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봉사자들께서는 코로나 이전의 방식처럼 담당하고 
계셨던 사역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그룹 인도자께서는 주일 영상예배 참석 인원(유스 및 cs포함)을 파악하셔서 
송의천 장로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2.

사정상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교회 구좌로 헌금을 송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三井住友銀行、渋谷駅前支店、4419556(口座番号)、234（店番号）、トウキョウシ
ブヤフクインキョウカイ]

예배당에 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삼가해 주시고, 주일예배 및 소그룹 
후 사용하셨던 장소의 정리 및 청결 유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4.

예배시간에는 핸드폰의 전원을 꺼 주시거나 진동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는 
앞좌석부터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5.

‘생명의 삶’ 묵상교제를 사용하셔서 매일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시는 일과 
소그룹으로 모여 성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도회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9/11(주):그룹A& 청년부2 9/18(주):그룹B& 청년부1

7.

담임목사의 심방/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김현아 사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및 각종 이단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아울러 본 교회에서 행하는 모임 및 성경훈련외의
각종 집회, 세미나 성경공부 모임 등에 참가시 반드시 담임목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년 37호 2022년9월11일

1부 일본어예배(현장/영상)9/18(주)10:00 설교: 김영길 목사

설교: 김영길 목사

수요말씀과 기도모임(온라인)(한/일)9/14(수)20:00 설교: 김영길 목사

2부 일본어예배(현장/영상)9/18(주)13:00

'가족의삶'(기본과정 한/일)9/11(주)14:30 교사: 김영길 목사

교사: 박종성 선교사'세퍼드 라이프 2'(한/온라인)9/11(주)15:00

교사: 정유리 집사'세퍼드 라이프 2'(일/온라인)9/17(토)16:00

'세퍼드라이프1'(일/온라인)9/17(토)19:00 교사: 김현아 사모



함께 기도 합시다

봉사위원

인원보고

헌금보고(엔)대표기도 이홍 안수집사

선정란 집사 서난재 집사 이형은 권사 이형은 권사

서난재 집사 이형은 권사 김기일 집사 김추화 집사

문 희 집사 선정란 집사 조명혜 집사 선정란 집사

- - - -

정용수 안수집사 송의천 장로

모임

1/2부예배(본당)

1/2부예배(영상)

주일학교예배

수요말씀과 기도모임

기노스코

기도회

중고등부예배

참석인원 모임 참석인원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헌금

주일학교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지정한금

합계

54

18

3

24

20

10

7

중고등부헌금52,300

15,600

252,200

-

-

321,100

1,000

-

-

이홍 안수집사

헌금위원

안내위원 

9/11 9/18 9/25 10/2

인도자

통역

＊일본의 영적부흥과 동북지방 및 지진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어 더욱 영향력 있는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시부야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해

＊주일학교(CS)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영적 부흥을 위해

＊예배의 회복과 소그룹 사역의 성장을 위해

＊기노스코 성경훈련을 통해 말씀회복이 일어나도록

＊교회공동체 모두가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몸이 아프신 분들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창원남산교회의 일본선교와 스즈끼 미호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박종성, 장소현 선교사님 Interserve 사역을 위해

＊제이삭 목사님 요코하마국제커뮤니티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타노미노루 목사님(미국 쥬빌리교회) 일본인 선교를 위해

＊정주환 목사님(한국) hop project 사역을 위해

＊김영식 목사님(한국) FOTA Mission 사역을 위해

＊필리핀 SICAP 신학교 사역을 위해　

＊International BAM Alliance(IBA), 선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선교활동이 일본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Alliance Church Network과 Japan Alliance Mission의 사역을 위해

한국어주일예배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모두 일어나 주세요. 
※印があるところはご起立してください。

日本語への通訳が必要な方は受付で通訳機をお借りください。

2022년 9월 11일 13:00 인도자: 이홍 안수집사

2022年9月11日13:00 司会者:李 弘 按手執事

*招詞と賛美 一同

*개회및 찬양 다같이
예수 우리왕이여

*賛    美 一同聖歌94

*찬        송 다같이57장

*賛    美 一同聖歌449

*찬        송 다같이

献    金 一同

봉        헌 다같이

報    告 司会者

광       고 인도자

司会者

인도자

司会者

인도자

252장

*賛美と祈り 一同

*찬양과 기도 다같이

*頌    栄 一同聖歌383

*송       영 다같이6장

*祝    祷

*축        도

*聖書箇所 ローマ人への手紙1章16-17節

*성경봉독 로마서 1:16-17

メッセージ  福音を恥としない

말          씀

金永吉牧師

김영길 목사

“부끄럽지 않은 복음”

代表祈祷

대 표 기 도

*信仰告白 使徒信条 一同

*신앙고백 다같이사도신경

金永吉牧師

김영길 목사

宗教法人「東京渋谷福音教会」設立公告

このたび別紙のとおり、宗教法人法により宗教法人「東京渋谷福音教会」を設立するこ

とになりましたので、同法第１２条第3項の規定によって公告します。

信者その他の利害関係者各位

2022年9月10日

宗教団体の名称「東京渋谷福音教会」

代表者　宋　義天　　　印

※規則案は、掲示版に貼りつけてあるので、ご参考にしてくださ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