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F)

       *영아부 헌신예배      
            1. 영아부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2. 주일학교 헌신예배  유치부(6/23)  유년부(6/30)   초등부(7/7)   

                    중등부(7/14)  고등부(7/21)

    3. 국내 단기선교 모집(6/23)  올해 국내 단기선교는 보나콤과 함께 은퇴선교사 하우스 

                                건축사역에 참여합니다.  문의∣김 진 목사 

             신청∣사무실(15명, 선착순)   참가비∣5만원   기간Ⅰ8/5(월)~8(목) 

             사역지∣경북의성 보나콤    모집부분∣집건축, 블루베리농장, 식당봉사팀

 4. 한국선교KMQ∣2019여름호(70호)  특집_선교와 돈  구입_사무실

    〈기관소식〉     

1. 영아부 여름성경학교(6/29~30)  토요일 오전 10시 / 주일 오전 11시, 영아부실(4층)

2. 유치부 여름성경학교(7/5~7)  금요일 오후2시, 4층교육관에서 있습니다.

3. 여름행사 일정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바랍니다.

영아부 6/29~30  유치부 7/5~7  유년부 7/26~28  초등부 7/25~27

중등부 7/25~27 (경기안산 바닷가힐링캠프)  

고등부 7/25~27 (강원홍천 한서교회) 1, 2청년회 8/15~17 (충남부여 장월교회)

국외 단기선교 7/29~8/3 (인도네시아&필리핀), 8/26~30 (일본)  

국내단기선교 8/5~8 (경북의성 보나콤)   

4. 종강안내  성경대학(6/23) 경로대학(6/25) 

         
           
      새가족 등록을 환영합니다!             

     
      〈교우소식〉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아가

그리스도예수를전하는 
삼광교회 
되게 하소서

022 윤지현(2청년) 스스로

득 녀 [1교구] 6/13 서영진(성가진사모)목사 가정

예배인도 부장 박성자 권사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 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 15분전

기  도 총무/ 김은주1 집사 기  도 임연선 권사

찬  송 564장 찬  송 586장

성경봉독 요 8:12~20 성경봉독 에 4:13~17

시온찬양대 길 셀라찬양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설  교 실천하는 용기특  송 영아부

주일 1부 라양근 장로

주일 2부 김성식 장로

주일 3부 장진희 청년

주일찬양 박미희 집사

(유치부헌신예배)

수요저녁 황영희 권사

설  교 빛되신 예수님만 따라갈래 김의정 선교사(인도네시아)

김정희 전도사 찬  송 585장

찬  송 560장 광  고 인도자

봉  헌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광고&축도 성남용 목사 *순장공부(예배 후)

  

주, 월~금

(토)오전 6:30

 시간 오전 5:00
 인도 성남용 목사
     (이성욱 목사)
 장소 믿음실(B1)

금요일

 시간 오후 9:00

 인도 성남용 목사

 장소 본당(2F)

부목사� � 김 진� 이성욱

협동목사� 이재서 노바울

교육목사� 서정호 김일동 서영진

강도사 김보광

전도사� � 안인숙�김정희 (어린이집원장)

교육전도사� 이미래

파송선교사� 이계혁 (방글라데시)�

� � � � � � � � � 한용승 (탄자니아)� � � � � �

� � � � � � � � � 김의정 (인도네시아)�

� � � � � � � � � 이정희 (필리핀)

시무장로� 박규천 김익언 김성식 라양근 김정효

� � � � � � � � 김대영 김영석 신동현 권병문 정윤석

원로장로��김동민 안병원 장사인 박수만 홍강일

은퇴장로��정선모 전정수 최경환 신흥식 최윤학

찬양대지휘� 안성혁 김지현1�장지슬 박경애

오르간� 이경미1김수영 �

피아노� 안성진 선준희 김신혜 김현주1

영상/음향� 채희진 황영민

 

봉헌위원 1부∣  정광영 오형윤 김정남 채복자 윤정임 김현희

2부∣ 김원식 안영철 백형범 서순남 정영자 노선이 김미현 신순희 정해숙

3부∣감지연 김회광 박의진 서예지

안내위원 1부∣  전인수 정종순 문귀자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김광회 김현주1 유진희 나선자 박경애 이영순2 박앵숙 이근옥

3부∣ 박성범 김태원 장지슬 

새가족등록 1 ․ 2부∣안영희  3부∣송재윤

차량운행 류승완(총무) 김영석 정태봉 고대욱 

주차위원 전인수(총무) 정광영 이상설 김종선 안창문 권영진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요 5:18~20)

�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도 ‘이싸(예수)’란

이름이 25번이나 나온다.� 불신자들도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다.� 하지만 성경

의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 성경의 예수님

은 하나님이시다.�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시다.� 구원자시다(막8:29).�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유대인들은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1)�

자신들의 안식일 규율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평가했기 때문이다(막

2:27-28).� 그들은 복된 안식일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을 속박하며,� 남

들을 정죄하는 날이 되게 했다(사58:13-14).� 2)�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

라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아들 되셨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부

터 아버지 되셨다(17:5).� 하지만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다.� 동일한 능력,� 동일

한 영광,� 동일한 지위를 가지신 한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

여 동일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15:5,� 빌4:13).� 예수님을 아는 게 능력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다.�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

냥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마26:53-54).�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17:4,�

19:30).� 아무리 뛰어난 이름이라도,�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롬10:13).� 천국 백

성이 된다.� 전해주어야 듣고,� 믿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4:8).� 하나이시다(10:30).�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14:8-9).�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

라면,� 세 가지 재앙이 일어난다.� 1)�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 2)� 십자

가는 사랑의 선물이 될 수 없다.� 성부 하나님은 선한 앵벌이가 된다.� 공평하

지도,� 의롭지도 않다.� 3)�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웹1:5).�

천국 백성이 된다.� 죄를 용서받는다(막2:10).� 이런 예수님을 알면,�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향내 나는 삶을 산다(고후2:15).�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된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한다.� -鏞-

                   제48권 24호 / 2019년 6월 16일

        〈교사주일 〉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묵 도 다함께

*찬 송 4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찬 송 380장 경배와 찬양

기 도 1부 김익언 장로  2부 박규천 장로 류하영 청년

성경봉독 시 23:1~6  시 23:1~6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호산나찬양대
2부 기쁜 맘으로 주찬양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설 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찬 송 374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찬 송 370장 환영&광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 목사

19-12.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요한복음 4:23~24)

             

19-12.  Yet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the Spirit and in truth, for they 

are the kind of worshipers the Father seeks.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John 4:23-24 N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