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층)

      

※찬양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위원회 헌신예배〉   1. 복지위원회 헌신예배(3/11)  수요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6-8남전 헌신예배(3/18)  

  2. 학습 ․ 세례(입교) 문답교육(3/14~4/4)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접수_사무실(3/11)

  3. 한국선교KMQ∣2020봄호(73호) 특집_전환기의 선교  *구입_사무실  

  4. 1824성경암송 카드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당 200원  
  

    〈교우소식〉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회 에티켓
                                 

나 한 사람이 삼광교회입니다.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우리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고, 교회 
에티켓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교회에 들어오실 때와 나가실 때 반드시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  
  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옷에 뿌리는 소독제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예배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회 내에서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하신 분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인후  
  통증등)과 발열(37.5℃이상)이 있는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미리 교역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교회는 주중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건물 소독과 방역  
  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교역자와  
  사무실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삼광교회 온라인헌금 안내    

∎송금자명 : 이름, 헌금의 종류 기재 ‣ 예) 홍길동십일조

∎국민은행 772-01-0019-455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삼광교회 

∎문의 : 사무실 (T.02-597-2110)  

득 남 [1교구] 2/28 고재휘(김사랑)성도 가정

                  당분간 쉽니다. 예배인도 위원장 신동현 장로

경배와찬양 예배15분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 공동체는 상상할 수 없
습니다. 전도와 선교도 예배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정한 시간(사56:2 

주일 성수)과 정한 장소에서 기도와 찬양, 
말씀선포와 성례, 봉헌과 성도의 교제
(봉사와 헌신)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
니다(히10:25, 마18:20).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13:46, 롬13:10, 벧전2:12).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 
실시간 예배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  도 최석채 안수집사

찬  송 199장

성경봉독 눅 24:13~18

설  교 혼자만 모르느냐?

서정호 목사

주일 1부 김종식 장로

주일 2부 김익언 장로

주일 3부 김유진 청년

수요저녁 유현석 집사

(6-8남전헌신예배)

찬  송 220장

봉  헌 다함께

광고&축도 성남용 목사

*순장공부(예배 후)

주, 월~금

(토)오전 6:30

믿음실(B1)

 시간 오전 5:00

 인도 성남용 목사

    (김보광 목사) 

※금요기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쉽니다.

부목사� � 김 진� 이성욱 김보광
협동목사� 이재서 노바울
교육목사� 서정호 김일동 서영진
음악목사� 유상진
전도사� � 안인숙�김정희 (어린이집 원장)

교육전도사� 이미래
파송선교사� 이계혁 (방글라데시)�
� � � � � � � � � 한용승 (탄자니아)� � � � � �
� � � � � � � � � 김의정 (인도네시아)�
� � � � � � � � � 이정희 (필리핀)

시무장로� 김익언 김성식 김정효
� � � � � � � � 김대영 김영석 신동현
� � � � � � � � 권병문 정윤석 김종식
원로장로��김동민 박규천 안병원
� � � � � � � � 장사인� 박수만 홍강일
은퇴장로� �정선모 전정수 최경환
� � � � � � � � 신흥식 라양근 최윤학
찬양대지휘� 안성혁 장지슬 박경애
오르간 이경미1 김수영 �
피아노� 안성진선준희김신혜김현주1차은경
영� 상� 채희진황영민

 

봉헌위원 1부∣  최석채 김무섭 윤현진 박성자 김현희 박슬아

2부∣ 조성태 백형범 장권수 김금희 송옥순 노선이 김종빈 신예희 박현숙

3부∣감지연 김회광 박의진 서예지

안내위원 1부∣  정광영 정종순 문귀자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김광회 박명주 진미영 박성희 이범자 이영순2 박앵숙 이근옥

3부∣ 박성범 장지슬 

새 가 족 1 ․ 2부∣안영희  3부∣박의진

차량운행 최정수(총무) 김영석 정태봉 고대욱

주차위원 최석채(총무) 정광영 이상설 전인수 김종선 김기찬 안창문 권영진



사랑과 미움
 요 15:16~27�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4:8).� 그래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랑하

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3:16),�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

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다(갈2:20).�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다.�원수들을 위해 생명을 주신 사랑이다(롬5:8).� 예수님은 사

랑을 계명으로 명하셨다(12절).� 의지적 사랑을 명하신 것이다.� 참고 견뎌야 할

때도 있었지만(마17:17),�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알게 하신다(롬5:5).�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

을 받으셨다.�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셨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세상의 미움을 이길 수 있다(롬8:36-37).�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자기를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버림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이며,� 사랑의

크기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셨다.�

그들을 기대하셨다.�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16절).� 그리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사랑을 명하셨다.� 사랑하면,� 1)�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을

갖게 된다.�현실을 긍정하며,�헌신적으로 살게 된다.�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18절).� 귀하게 여기시며,� 끝까지 기대하셨다.� 2)� 사명을 따

라 살게 된다.�예수님처럼(19:30),�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따라 꽃을 피

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3)� 세상의 미움을 견딜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하

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한다(벧전

4:4).� 세상에서 성도들은 박해도 당한다(마5:12).�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다

(딤후3:12).� 세상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1)�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삼위

가� 있기 때문이다(엡2:2).� 2)�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21절).� 하나님을 알

면,� 바울처럼,� 박해받는 자리로 나아간다(딤전1:13).� 3)�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

문이다(23절).� 예수님은 이 말씀을 거듭 반복하셨다(24-25절,� 시69:4).� 자칫

성도들이 미혹되어,� 패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진리의 성령)를 보

내셔서,�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하셨다(26절,� 엡3:16),�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한다.� -鏞-

                   제49권10호/ 2020년 3월 8일

          〈총회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묵 도 다함께

*찬 송 1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찬 송 37장 경배와 찬양
기 도 1부 신동현 장로  2부 정윤석 장로 김지수 청년

성경봉독 시 62:1~7 시 62:1~7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참 좋으신 주님   랍소디중창단 
2부 내 주를 가까이    아가페중창단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설 교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찬 송 나의 영혼이 잠잠히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찬 송 338장 환영&광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 목사

20-5.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

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막 16:17~18) 

          
    

20-5. And these signs will accompany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drive out demons; they will speak in new  
     tongues; they will pick up snakes with their hands; and   
     when they drink deadly poison, it will not hurt them at   
     all; they will place their hands on sick people, and they  
     will get well.” (Mark 16: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