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가족초청주일(11/21)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층)

〈4여전도회 헌신예배〉                                          *유튜브 검색어∣사당 삼광교회

    1. 예배안내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 예배인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더욱
                   예배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9-10여전도회 헌신예배(10/31)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3. 주일오후 전도(10/3~11/14)  주일 오후 찬양예배 후,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문의∣ A팀 김 진 목사, B팀 김일동 목사, C팀 서정호 목사, D팀 이성욱 목사 
     4. 릴레이기도(10/4~11/20)  기관과 순별로 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7(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장소

오전 안수집사회
권사회

영아부~고등부
남녀전도회

13-113-2
13-313-4
13-513-6

14-114-2
14-314-4
14-514-6

11-111-2
11-311-4
11-516-1

15-115-2
15-315-4 
15-516-3

16-4

12-112-2
12-312-4
12-516-2

17-117-2
17-317-4
17-517-6
17-717-8

기도실

믿음실

권사실

3 층

오후

저녁 1-2청년회 19-119-2
41-4

19-319-4 
51-1

19-519-6
19-751-2

18-118-2 
41-1

18-318-4 
41-2

18-518-6
18-741-3

    5. 학습세례(유아/입교) 문답교육(10/16~11/6)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6. 정기당회(10/18)  월요일 오후 7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온 기도편지 �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주의 지키심 가운데 잘 있습니다. 

러시아는 코로나와 더불어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역지침이나 제한이 없지

만, 코로나로 어려움을 다하는 사람들도 많기에 거리두기를 하며 조심스럽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담대함으로 사역장에 나갑니다. 

미르선교회는 새벽기도회나 금요중보기도회를 빠짐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르

선교회에 관계된 분들 중에 한 분도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르신

학교는 매주 토요일 목회훈련 과정의 목회자 재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학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자가 있기를 기도해주십시오. 뻬제르 근교에서 목회하는 김모세 목사의 사모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시골지역에서 목양에 열심히 내조하신 

나타샤 사모님이 너무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셔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즈벡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허 세르게이 전도사가 정식 비자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결혼을 하면 목사안수를 주겠다고 이곳 장로교 노회에 허락된 상태

인데 신붓감을 구하지 못해 목사 안수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현지 목회자들의 경제적 생활을 돕는 재정후원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2. 미르신학교는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 모두 등록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십시오. 

3. 본 선교사의 건강과 목회 훈련원의 강의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9월 3일 러시아 상트-뻬쩨르부르그에서 류창현, 계화숙 선교사 드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예배인도 김  진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15분전

기  도 박홍덕 안수집사 기  도 나선자 권사

찬  송 499장 찬  송 538장

성경봉독 히 2:5-10 성경봉독 마 5:8

가브리엘중창단 주님만 아이노스중창단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설  교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설  교 마음이 청결하려면

주일 1부 신동현 장로

주일 2부 김대영 장로

주일 3부 박예림 청년

찬양예배 노재경� 안수집사

수요예배 박성희 권사

서영진 목사 노바울 목사

찬  송 498장 찬  송 546장

광고&축도 성남용 목사 광  고 인도자

주기도문 다함께

  

(월-금)오전 5:00
(토)  오전 6:30

(주일) *개인기도
     오전4:40

 인도 성남용 목사

         (이성욱 목사)

 장소 2층 본당

   금요일

 시간 오후 8:50

 인도 김 진 목사

 장소 2층 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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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채 이승현2 장한식 박성자 윤정임 김현희 신은정

2부∣ 오형윤 오양균 오인섭 김금희 서순남 김경희3 신예희 김연화 박현숙

3부∣권관우 김승원 김동현 김유진

안내위원 1부∣  김광회 박숙자 이수연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조성태 김여환 박성희 김효경 나연정 이영순2 박앵숙 이근옥

3부∣ 김회성 박채은

새 가 족 1 ․ 2부∣안영희  3부∣박예림 박성범

차량운행 최정수(총무) 김영석 고대욱

주차위원 최석채(총무) 정광영 안창문 권영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사명

시 61:1-8

다윗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는 위기에 기도했다(1-4절,� 요16:24).� 믿음이 위기에 하나님을 찾게 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한다.� 그는 자신보다 높은 바위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했다.�내 생각,�내 능력,�내 경험을 넘는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다.�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세계다(마7:24-27).�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의 세계가 있다(고전10:4).� 현실의 무게에 눌려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

(빌4:6-7).�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다(사55:9).� 신

음할 때도 하나님께 신음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대하7:13-14).� 견고한 망

대이신 주께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

루게 하신다(롬8:28).�어떤 위기에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는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실 하나님을 붙잡았다(5-7절).� 그는 하나님을 경외

하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며,� 자신이 품은 꿈을 소중히 여겼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여기면(창1:28),� 그 일

은 나에게 성직(聖職)이 된다.�그러면 나에게도 복이 되고,�이웃에게도 복이 된

다.�그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갖게 되고,�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엡2:10).� 큰 사랑과(엡2:4-6),� 신실하

심으로(딤후2:13),�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는 ‘나의 서원’을 행하

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8절).� 주의 이름과 자신의 사명을 생각했다.� 교회도 하

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야 한다.�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사

명과(출20:8,� 사56:2,� 히10:25),� 함께 선교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2년 정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과 교회의 사회

적 책임을 생각하며(롬13:10,� 레13:46,� 벧전2:12),� 교회는 많은 것을 절제하

고 있다.� 이때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야 한다(마25:13).� 우리 교회가 보여줄

하나님의 영광과 행해야 할 사명을 생각하자.� -鏞-

                   제50권 42호/ 2021년 10월 17일

        〈맥추감사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실시간온라인예배                 

                                                                  

 사도신경묵 도 다함께

*찬 송 2장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72장

기 도 1부 김영석 장로  2부 김정효 장로 김보금 청년

성경봉독 시 139:1-8   시 139:1-8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특송) 세상 끝 날까지     그라페중창단
 2부(특송) 매일 주와 함께   아가페중창단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 
나를 지으신 

하나님 설 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찬 송 67장

봉헌과감사의기도   1부(특주)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안성진자매 
  2부(특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차은경집사 봉 헌

*찬 송 79장 광  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목사

 21-21.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삼상 12:22)

 

   
           

              21-21.  For the sake of his great name the LORD will not    

                   reject his people, because the LORD was pleased to  

                   make you his own. (1Samuel 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