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층)

           *입교식              *실시간 온라인예배     1. 성례식  ∎2부예배(오전 11시)∣세례, 유아세례 ∎찬양예배(오후 3시)∣입교
    2. 추수감사주일(11/15)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월삭 새벽기도회(11/2)  월요일 오전 4시 45분,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4. 2021년도 예산위원 모임(11/8)  주일 오후 4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위원장∣김익언(재정부장)  위원∣유연철(감사부장)
              2020년도 남녀전도회 연합회장,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 교육위원장 

    5. 정기당회(11/16)  월요일 오후 7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기관소식〉  

  1. 교육부서 교사모집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실 일꾼을 모집합니다. 
         자격∣본교회 등록한지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   문의∣이성욱목사  

2. 하반기 기관 회계감사(11/7~8)  오전 10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교우소식〉 

      

   선교지에서 온 기도편지 � �존경하는 캄보디아 선교의 동역자님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 바라며, 기도제목을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1. 저희 부부가 설립 후 만 7년 섬긴 에스라 사역은, 깜폿 에스라훈련센터 건축 입당으
로 이양했습니다. 계속하여 에스라 리더들에 의해 프놈펜센터(유상 임대)와 깜폿센터  
(무상 임대)에서 정기 합숙훈련을 가지며, 깜폿센터에서는 매주일 오전 "에스라(장로)교
회" 이름으로 새로운 예배가 시작(교회 개척)되었습니다. 이를 인도하신 주님께, 그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신 모든 동역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09년 4월, 삼롱마을에 세워진 삼롱교회에 낌홋/섬밧 사라 가족이 10월 말 입주하
여 풀타임 사역과 함께, 가족이 캄장신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품둥교회와 학교에는 새
로운 관리인 가족이 들어올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캄보디아 교육부 학사 정상화에 
따라 기존의 크마에(캄보디아 국어) 과정과 함께, 베트남어 과정 및 어린이 놀이방을 신
규 개설할 예정입니다. 주님 보내신 일꾼들이, 부르심 받은 지역에서 주님을 잘 섬기며,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주세요.

3. 저희는 타 문화권 선교 사역 27년 만에, 개인 배경에서 팀 배경으로 사역 구조를 전
환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함께 팀을 이루고자 기도 중인 김의배/정순영 선교사님(캄보디아 
호산나학교), 10/18 재파송 예배를 위해, 윤성욱/김선희 선교사님(자녀 인애/진리, 10/1  
깜퐁짬으로 이사와 안정적인 정착) 가정과 김흥수/황소은 선교사님(자녀 승현/주하, 10/8 
GMS 인준, 파송 절차와 자녀 교육) 가정을 위해, 그리고 "이치"에서 이사회(팀)으로 동역하
는 윤해미 선교사님의 건강과 자비량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4. 모친 강 순 권사(86세)의 건강 장수, 자녀 호수(남, 30세)와 다래(여, 29세)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저희 부부가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부르심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020년 9월 29일 캄보디아로 보내심을 받은 장완익 변옥선 선교사 드림

결 혼 (2청년)이동준형제 &(1청년)김지현자매  일시∣11월 7일(토) 낮 12시 

장소∣더 그레이스켈리 1층 (4호선 인덕원역 하차 8번출구_셔틀버스 이용)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15분전

기  도 안영철 안수집사 기  도 안영희 권사

찬  송 28장 찬  송 187장

성경봉독 창 4:1-8 성경봉독 마 28:16-20

시온찬양대 주가 일하시네 셀라찬양대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설  교 그분의 전 인격에 사로 잡혀라설  교 도대체 왜? 

�

주일 1부 권병문 장로

주일 2부 신동현 장로

주일 3부 김보금 청년

찬양예배 정재춘 안수집사

수요저녁 이정선1 권사

서정호 목사 이종도 선교사 (케냐)

*입교식 성남용 목사 찬  송 505장

찬  송 549장 광  고 인도자

광  고 인도자 주기도문 다함께

축  도 성남용 목사 장*순장공부(예배 후)

  

주, 월~금

(토)오전 6:30

2층 본당

 시간 오전 5:00

 인도 성남용 목사

     (김  진목사)

금요일

2층 본당

 시간 오후 8:50

 인도 서영진 목사

 특송 8~10여전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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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1
오르간 이경미1 김수영 �
피아노� 안성진선준희김신혜김현주1차은경
영� 상� 채희진황영민

 

봉헌위원 1부∣  최석채 김정남 이승현2 박성자 김현희 박슬아

2부∣ 조성태 김종완 오양균 최은주 김금희 김경희3 신순희 신예희 박현숙

3부∣박민영 박예림 신다영 서예지

안내위원 1부∣  정광영 정종순 문귀자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전인수 박명주 진미영 박성희 이범자 이영순2 박앵숙 이근옥

3부∣ 김대용 서예지 류하영 김보금

새 가 족 1 ․ 2부∣안영희  3부∣박성범 박예림

차량운행 최정수(총무) 김영석 고대욱

주차위원 최석채(총무) 정광영 안창문 권영진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시 18:1-18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했다.� 그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겠다

는 신앙고백이다.�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을 짓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마7:24-27),� 그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이었다.� 이런 반석을 가지면,� 영혼의 닻을 가진 것처럼(히6:19),� 어떤 경우에

도 망하지 않는다(고후4:7-8).� 잠시 흔들리다가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난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라고도 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 되게 한 것이다.� 그는 힘이 되시는 하나

님을 사랑했다(1절).� 사랑은 믿음의 표현이며 헌신의 이유다.� 그래서 믿음이

마음,� 목숨,� 뜻을 다해 사랑하고 헌신하게 한다(마22:37).�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인하신 사랑은 믿음과 헌신에 대한 확인이기도 했다(요

21:15-17).� 다윗은 언제나 하늘 아버지께 자신의 문제를 말씀드려 그 문제를

해결했다.�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사랑하고,�기도한다.�

평소에는 메말라 있던 강(‘와디’)이 우기철엔 홍수가 난다.� 그때 그 ‘와디’는

모든 것을 쓸어가는 남방의 시내가 된다(시126:4).� 다윗은 자신이 그 불의

(벨리알)의 창수에 빠져 있는데,� 스올의 줄(수초)이 발을 잡고 있다고 했다

(4-5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벨리알)가� 창수의 자리에 똬리를 틀고 있

다(17절,�고후6:15).�감당하기 힘든 삼중고다.�그때 다윗은 죄악의 짐을 지고

탄식하며 기도했다(6절,� 시31:9-10).� 그러자 하나님이 들으셨고,�도움이 되셨

다(18절).�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다(19절).� 이런 신앙 체험

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같은 신앙인이 되게 한다(고후4:7-9).�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땅과 산들을 흔들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7절).�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가 사람을 죽게 하

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캄캄한 세상에 오셨

다(9절).� 생명나무를 지키고(창3:24),� 속죄소에서 대속의 은혜를 목도한(출

25:20),� 그룹을 타고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10-16,� 요3:16).�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은 그룹의 바람 날개를 타고 오실 것이다(삼하22:11,� 계22:20).�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鏞-

                   제49권 44호/ 2020년 11월 1일

           *성례식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오전 10시 55분부터)

                                                                    

  사도신경묵 도 다함께

*찬 송 9장(1절)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44장

기 도 1부 김영석 장로  2부 김대영 장로  박예림 청년

성경봉독 시 96:1-7 시 96:1-7

  성례식 2부 세례 ․ 유아세례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주님은 기다리네        호산나찬양대 
  2부 주께 가오니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설 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찬 송 428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봉 헌

*찬 송 436장 광 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목사

20-22.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후1:3-4)

      
    

20-22.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compassion and the God of all comfort, 

who comforts us in all our troubles, so that we can comfort 

those in any trouble with the comfort we ourselves receive 

from God.(2Corinthians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