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층)

      

※찬양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요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정예배)를 위한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을 위한 현장예배는 없습니다. 각 가정

에서 온라인 예배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는 주일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배하는 장소(거실 등)의 정리정돈을 잘하셔서 예배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스마트폰, 유선전화 등) 것을 미리  
   차단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온 가족이 정한 장소에 모여 단정한 복장과 사모하는 마음  
  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4. 헌금은 예배시작 전에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5. 모든 예배순서에 따라 가정에서도 함께 동참(앉고 일어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6. 말씀을 들으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7. 예배순서의 처음부터 마지막 축도 때까지 경건한 자세로  
  흐트러짐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8. 온라인 예배를 마친 후에 오늘의 말씀을 가족과 함께 나누면  
  더욱 풍성한 주일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삼광교회 온라인헌금 안내    

∎송금자명 : 이름, 헌금의 종류 기재 ‣ 예) 홍길동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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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사무실 (T.02-597-2110)

                  당분간 쉽니다.                   당분간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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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성수)과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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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을수없습니다
(레13:46, 롬13:10, 벧전2:12).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 
실시간 예배중계(주일 2부예배)를 하
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정효 장로  

※새벽기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쉽니다.

※금요기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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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요 16:24~33�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함석헌의 시가 있다.�그는 그 시에서 온 세상

이 다 나를 버려도,� 버리지 않을 한 사람을 그리워했다.� 이기적인 세상에 대한

탄식이다.�사람들이 이렇게 위로자 없는,�외로운 세상을 산다.�하지만 예수님은

위로자셨다.�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며,�십

자가를 해산의 아픔이라 하셨다(21절).� 새 생명의 기쁨을 주는 해산의 아픔처

럼,� 십자가가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 하신 것이다(22절).� 이제 십자가

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고(골1:22),� 거룩한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된다(히

4:16).� 천국을 상속받게 한다(마25:34).�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치 있는 고난으

로 여기시며,� 성령께서 오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실 그날을 말씀하셨다(23절).�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된다(24절,� 빌

4:6-7).�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성도의 자기 십자가에도 이런 영광이 감춰져 있

다.�그렇다면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25절).� 제자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영광

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26절).� 그

러니까 기도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다(27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

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 피를 보시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유월하시며,� 의롭다 선언하신다(롬3:25-26).� 정

의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시85:10).�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은 그때 세 가지를 알고 계셨다(31-33

절).� 1)�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다.� 겟세마네에서도 잠을 자고(눅22:44-45),�

위기에 도망칠 제자들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약함

을 아셨기 때문이다(히4:15).� 용납하는 사랑이다.� 2)�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실 것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위로하셨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축복하는 참된 사랑이다.� 3)�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세상

을 이길 것을 아셨다.� 제자들은 연약하다.� 세상에는 환난이 많다.� 하지만 저들

도 예수님처럼,� 이길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자.� -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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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온라인 예배〉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오전 10시 55분부터

묵 도 다함께

*찬 송 1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70장

기 도 김성식 장로

성경봉독 시 65:1~9 

광 고 인도자

찬 양          오 신실하신 주 (유상진목사)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설 교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찬 송 366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찬 송 370장

*축 도 인도자

20-6.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4~25)

          
    

20-6. And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 not giving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encouraging one another -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Hebrew 10:2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