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층)

〈7-8여전도회 헌신예배〉                                          ※유튜브 검색어: 사당 삼광교회

    1. 예배안내  예배참석 인원이 수용인원의 10%(최대99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성도님
                   들은 공예배 참석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 (비대면)7-8여전도회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3-5남전(9/26)    

     3. 교회 카카오채널 개설  카카오톡 검색창에 “삼광교회”를 입력하시고 친구맺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문의∣교역자

     4. 전도단 활동시작  70인전도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층 본당
                         빌립전도단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1층 로비   
                                                   *문의∣김 진 목사 
     5. 한국선교 KMQ∣2021 가을호(79호)  특집∣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선교     

                                     정가∣1만원  *구입∣5천원(사무실)   
     

             새가족 초청주일(11/21) 안내

∎주제∣TOUCH! 예수 (막5:28)  

∎설명∣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고침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됩니다. “TOUCH! 예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  
       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지상명령입니다(마28:19~20). 사도 바울
이 말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딤후4:2) 할 일입니다. 비
록 펜데믹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올해 새가족 초청주일은 펜데믹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 중에 전도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카카오톡
이나 문자발송 등의 SNS를 활용하여 교회에서 준비해 드리는 영상을 보내드리고 
교제하는 방법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여러 팀들이 조직되어 준비하고 있
습니다. 9월 첫 주부터 전도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삼광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
설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매주 보내드리는 영상을 전도대상자 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전도하
시면 됩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고 전화 통화나 문자 대화를 통해 교제하고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
니다. 성도님들께서 전도행사에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대상자
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각 팀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전도 상품을 위한 헌물과 
전도헌금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
하여 한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
니다. 온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다양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동참하여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TOUCH! 예수

예배인도 7여전 회장 이수연 집사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15분전

기  도 8여전 회장/나연정 집사 기  도 박선자 권사

찬  송 531장 찬  송 182장

성경봉독 마 5:7  성경봉독 요 15:1-8

러브콰이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이노스중창단 예수 이름 온 땅에

특  송  7-8여전도회 설  교 열매있는 삶과 없는 삶의 결과

�

주일 1부 김대영 장로

주일 2부 김영석 장로

주일 3부 이은종 청년

찬양예배 김옥빈 안수집사

수요예배 이막례 권사

설  교 긍휼이 풍성한 삶 이정희 선교사(필리핀)  

노바울 목사 찬  송 620장

찬  송 56장 광  고 인도자

봉  헌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광고&축도 성남용 목사

  

(월-금)오전 5:00
(토)  오전 6:30

(주일) *개인기도
     오전4:40

 인도 성남용 목사

         (김 진 목사)

 장소 2층 본당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쉽니다. 부목사� � 김 진 이성욱
협동목사� 이재서 노바울
교육목사� 서정호 김일동 서영진
음악목사� 유상진
전도사� � 안인숙�김정희 (어린이집원장)
교육전도사� 이미래
파송선교사� 이계혁 (방글라데시)�
� � � � � � � � � 한용승 (탄자니아)�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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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혁장지슬박경애김지현1
오르간 이경미1김수영 �
피아노� 안성진 차은경 김현주1
영� 상� 채희진 황영민

 

봉헌위원 1부∣  이상설 이승현2 장한식 채복자 이막례 김경희2 김현주1

2부∣ 김종현 안경회 백형범 송옥순 박해숙 노선이 신예희 정해숙 윤혜숙

3부∣김회성 이동민 박예림 신다영

안내위원 1부∣  김광회 박숙자 이수연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조성태 김여환 박성희 김효경 나연정 이영순2 박앵숙 이근옥

3부∣ 박성범 김보금

새 가 족 1 ․ 2부∣안영희  3부∣박예림 박성범

차량운행 최정수(총무) 김영석 고대욱

주차위원 최석채(총무) 정광영 안창문 권영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자

시 56:1-13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갔다(삼상21:10).� 아기스의 신하들

은 그를 당장 죽이자고 했다(삼상21:11).� 사자를 피했더니 곰을 만난 셈이었

다(암5:19).� 그때 다윗은 믿음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했

다(1-6절).� 하늘 아래 그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 적극적으로 그를 죽이려 한

친구들은 소수였지만,� 대부분은 침묵으로 사울에게 동조하거나 애써 모른 체

했다.� 소름 끼치는 냉담함과 침묵이었다.� 피할 곳이 없었다.� 다윗은 그때 믿

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했다.�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주는 환난은 잠깐이다.� 예수님은 그 기간을 ‘십 일’이라 하셨다(계

2:10).� 그것 또한 금세 지나간다.�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다(롬8:37-39).� 세상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

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윗처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두

려워하지 않아!’� 외치며 일어서자.�

그는 믿음으로 마음을 담대하게 했다(7-11절).� 예수님은 불꽃같은 눈을 가지

셨다(계1:14).�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눈이다(히4:13).� 하지만 십자가 위의

예수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품은 사랑의 눈이

다.� 다윗은 눈물의 하나님을 알았다.�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다.� 지금은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신다(요14:16).� 창

세 전부터 계셨고(창1:26),�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알리

시는 성령님이시다(요16:13).�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며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으면(시18:29),�주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빌4:13).� 마지

막으로 그는 믿음으로 감사했다(12-13절).� 무엇이든지 믿음대로 된다(마

9:29).�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감사하게 하는 것도 믿음이

다.� 이런 믿음의 감사가 삶에 기적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한다

(시50:23).�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한다.�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한다.� 오병이어 기적도 감사와 함께 일어났다(요6:11).� 믿음으로 감사

하며 살자.� -鏞-

                   제50권 37호/ 2021년 09월 12일

        〈맥추감사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실시간온라인예배                 

                                                                    

 사도신경묵 도 다함께

*찬 송 1장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94장

기 도 1부 김정효 장로  2부 김성식 장로 류하영 청년

성경봉독 시 132:1-7  시 132:1-7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특송) 내가 만민중에        그라페중창단
2부(특송) 주와 같이 되기를   아가페중창단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 기도하고 
기대하라설 교 기도하고 기대하라

찬 송 488장

봉헌과감사의기도    1부(특송) 야베스의 기도        최영찬 형제
   2부(특주) 성자의 귀한 몸     김수영/차은경 집사 봉 헌

*찬 송 491장 광 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목사

  21-19.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21-19.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2Timothy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