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층)

     
        〈예배위원회 헌신예배〉

           *신년축복성회(1/17~19) 1. 1청년회 헌신예배 (2/2)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 1-2남전도회(2/9)

2. 월삭 새벽기도회(2/1)  토요일 오전 6시 15분,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3. 정기당회(2/10)  월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기관소식〉     
 1. 교육부서 새봄성경학교 및 동계수련회  많은 관심과 기도바랍니다.
         •중등부 동계수련회(2/7~8)      •고등부 동계수련회(2/21~22)         
        •유년부 새봄성경학교(2/15~16) •초등부 새봄성경학교(2/21~22) 

2. 정월대보름 윷놀이 한마당(2/9)  주일 오후 5시에 식당에서 식사 후, 4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주관∣남전도회 연합회   

      〈일반소식〉   

 1. 2월 예배위원    

     
         
      〈교우소식〉

     선교지에서 온 기도편지 �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새해, 1월도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모두 평안하신지요? 저희는 주의 은혜 중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이번 주 화요일 칼빈신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로 잘 돌아오고, 학기  
   (1/14 ~ 3/20)가 은혜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둔다니 희망유치원은 지난주에 개학을 했습니다. 유치원 담(펜스)을 치기 위해  벽돌  
   을 구입했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전신     
   주를 세웠습니다. 담을 치는 공사와 전기가 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가 요청되는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비자문제 해결을 위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탄자니아 정부에서 외국인들에게  
   (선교사 포함) Work Permit(노동허가증)과 Residence Permit(거주허가증)발급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거주 허가증 신청이 거부되어 떠난 선교사님들이 생  
   기기 시작했고, 저희 선교부 선교사님 한 분도 신청이 거절되어 재고해 달라는 탄원  
   서를 정부 노동청에 보내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Non-Citizens  
   Employment Act(외국인 고용법) 법에 의하면 많은 선교사들은 앞으로 2-3년안에  
   탄자니아를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저희 선교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1월 14일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한용승, 박숙경 선교사 드림 

봉헌위원 1부∣  이상설 오형윤 김정남 채복자 김경희2 윤정임
2부∣ 김옥빈 안경회 김종완 최은주 박해숙 정영자 신순희 신은정 정해숙

안내위원 1부∣김광회 정종순 문귀자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전인수 박명주 진미영 박성희 이범자 이영순2 박앵숙 이근옥

입 원 [1교구] 전승철장로(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소 천 [1교구] 1/20 서명숙집사 시부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기도바랍니다.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15분전

기  도 전인수 안수집사 기  도 박예숙 권사

찬  송 200장 찬  송 208장

성경봉독 딤후 3:14~17 성경봉독 엡 5:24~32

헵시바찬양대 갈보리 십자가의 셀라찬양대 따르렵니다

설  교 그리스도의 신부 된 교회설  교 인생의 길

주일 1부 권병문 장로

주일 2부 신동현 장로

주일 3부 조미례 청년

주일찬양 류하영 청년

(1청년회 헌신예배)

수요저녁 신순희 권사

서영진 목사 성남용 목사

찬  송 375장 찬  송 210장

광  고 인도자 광  고 인도자

축  도 성남용 목사 주기도문 다함께

*순장공부(예배 후)

  

주, 월~금

(토)오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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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시간 오후 8:50

 인도 김 진 목사

 장소 본당(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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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철
원로장로��김동민 박규천 안병원 장사인
� � � � � � � � 박수만 홍강일
은퇴장로� �정선모 전정수 최경환 신흥식
� � � � � � � � 라양근 최윤학
찬양대지휘� 안성혁 장지슬 박경애
오르간 이경미1 김수영 �
피아노� 안성진선준희김신혜김현주1차은경
영� 상� 채희진황영민

 

봉헌위원 1부∣  정광영 김무섭 윤현진 이막례 김현희 박슬아

2부∣ 김원식 안영철 백형범 김금희 서순남 노선이 김종빈 신예희 박현숙

3부∣감지연 김회광 박의진 서예지

안내위원 1부∣  김광회 정종순 문귀자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전인수 이범자 박앵숙 박성희 이영순2 진미영 박명주 이근옥

3부∣ 박성범 장지슬 

새 가 족 1 ․ 2부∣안영희  3부∣박의진

차량운행 최정수(총무) 김영석 정태봉 고대욱

주차위원 최석채(총무) 정광영 이상설 전인수 김종선 김기찬 안창문 권영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요 13:31~38

�

예수님은 아히도벨의 배신을 탄식한 다윗의 시를 인용하시며(시41:9),� 한 제

자의 배신을 말씀하셨다(18절).� 그때 유다는 예수님만이 아닌 성부 하나님도

배신한 것이었다.� 삼위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게 연

결되어 있다(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

신다(마25:34-40).� 그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렘39:18).� 바울은 성도들을 면

류관처럼 대했다(살전2:19).�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의 실패를 당신의 실패처럼

여기며,� 괴로워하셨다(21절).�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대신 떡을 주

시며,�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다.� 요한은 이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

갔다고 했다(27절).� 영적 세계가 신비롭다.� 욥은 틈을 주지 않았지만(엡

4:27),� 유다는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주었다.� 두드리시는 예수님께는 열지 않

았던 문이었다(계3:20).� 유다는 더 깊은 어둠을 향해 나아갔다.� 그를 멈춰줄

친구가 없었다.� 외톨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영광을 말씀하셨다(31절,� 12:23,28).� 십자가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

가� 모두 영광을 받으신다.� 죄인들은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예수님은 그때 사랑을 말씀하셨다.� 정의감에 맞

지 않아서 하기 어려운 사랑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

셨다.� 보호하셨고,� 믿어주셨고,� 기대해주셨고,� 견뎌주셨다(고전13:7).�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사랑을 실천하셨다.�

지금도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 됨이 증명된다(35절).�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

는지 물었다(36절).� 그는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릴 것이라 했다(37절).� 예수님

의 팬다운 말이다.� 예수님은 그의 약함을 아셨다(히4:15).� 그는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

숨도 드릴 수 있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과 충성,� 그가 세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아셨다.� 50일 후,� 그는 성령을 체험하며 새사람이 된다(행2:1-4,� 욜

2:28).�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다.� 그날 삼천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행2:41).�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鏞-

                   제49권 04호/ 2020년 1월 26일

        〈신년감사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묵 도 다함께

*찬 송 3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찬 송 31장 경배와 찬양
기 도 1부 김영석 장로  2부 김대영 장로 류하영 청년

성경봉독 시 56:8~13 시 56:8~13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주는 위대하시다      호산나찬양대
2부 언제나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믿음으로 
감사하면 이긴다설 교 믿음으로 감사하면 이긴다

찬 송 430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찬 송 428장 환영&광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 목사

20-2.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1~3)

          
    

20-2. As a prisoner for the Lord, then,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be patient,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Ephesians 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