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층)

〈5-6여전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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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여전도회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7-8여전(9/12)

      3. (비대면)43기 성경대학 개강(9/5~10/31 : 8주간 추석명절 휴강) *신청∣사무실
       4. (비대면)김의정/박연화선교사 은퇴감사예배(9/7)  화요일 오후 2시, GBT사무실
                                                  *참여문의∣김 진 목사
     5. 교회 카카오채널 개설  카카오톡 검색창에 “삼광교회”를 입력하시고 친구맺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문의∣교역자
     6. 전도단 활동시작  70인전도단(9/07)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층 본당
                         빌립전도단(9/11)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1층 로비   
                                                   *문의∣김 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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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여전 회장 박성희 권사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15분전

기  도 6여전 회장/박숙자 집사 기  도 유순자 권사

찬  송 498장 찬  송 430장

성경봉독 눅 24:36-53 성경봉독 눅 10:25-37

찬  양 기쁜 노래로 주 찬양하라
           (시온중창단) 특  송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이노스중창단)

특  송  5-6여전도회 설  교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

주일 1부 김정효 장로

주일 2부 김성식 장로

주일 3부 류하영 청년

찬양예배 나연정 집사

(7-8여전헌신예배)

수요예배 박선자 권사

설  교  가슴 뜨거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김재설 선교사(알바니아)  

김일동 목사 찬  송 507장

찬  송 50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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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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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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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혁장지슬박경애김지현1
오르간 이경미1김수영 �
피아노� 안성진 차은경 김현주1
영� 상� 채희진 황영민

 

봉헌위원 1부∣  이상설 김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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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민 박채은

새 가 족 1 ․ 2부∣안영희  3부∣박예림 박성범

차량운행 최정수(총무) 김영석 고대욱

주차위원 최석채(총무) 정광영 안창문 권영진



 
기도하고 기대하라

시 55:1-23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버지 다윗이 이 시를 썼다(삼하15:1-18).� 아

버지의 측근 전략가 아히도벨이 반역에 가담했고,� 아들은 벌써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상황이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다윗은 기도하며 반전을 이루어 냈다

(1-16절).� 두려움과 공포,� 배신감과 수치심이 그를 덮었다.� 다 버리고 숨거나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나는’� 하며 다짐했다.� 이것이 위대한 반전을

이루게 한 전기였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

신다(빌4:7).�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신다(요16:24,�

렘33:3).�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나 절박한 상황이 아닌,�나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렇게 그는 구원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영혼의 질서를 찾았다.�온유한 마음을 회복한 것이다(마11:29).� ‘나는’하며 결

단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롬8:28).� 어떤

처지에서라도 당황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는 하루에 세 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시간을 정해 기도했다(17-21절).�

이런 그의 기도는 많은 사람에게 기도의 모델이 되었다.� 약 5백 년 후,� 다니

엘이 그렇게 기도했고(단6:10),� 위기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단

12:3).�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은 좋지 않다(딛3:2).� 하지만 하나님

께 하는 것은 좋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이다(출6:5).� 당

시 아히도벨의 전략은 뛰어났다(삼하16:23-17:4).� 하지만 압살롬은 그의 전

략을 채택하지 않았다(삼하17:5,14).�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다윗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했다(22-23절).�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무한

반복으로 꼭대기에 올리는 짐을 지고 있었던 신화 속의 시지프스처럼,� 각� 사

람은 져야 할 인생의 짐이 있다.�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져주신

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했다(벧전5:7).� 맡기는

방법은,�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것이다(마11:28-30).� 내 사명이 주

는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 자기 헌신에 집중하면,� 내 무거운 짐을 벗게 된

다.� 가볍게 된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시51:16,� 고후5:21).� � �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대하라.� -鏞-

                   제50권 36호/ 2021년 09월 05일

        〈맥추감사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실시간온라인예배                 

                                                                    

 사도신경묵 도 다함께

*찬 송 1장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67장

기 도 1부 김익언 장로  2부 김종식 장로 박성범 청년

성경봉독 시 131:1-3  시 131:1-3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특송) 주께 더 가까이/나는 비록 약하나 그라페중창단
2부(특송) 신실하심           아가페중창단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 어머니 품속의 
아이처럼 설 교 어머니 품속의 아이처럼 

찬 송 410장

봉헌과감사의기도   1부(특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박지훈 집사
  2부(특송) 광야를 지나며            김대용형제 봉 헌

*찬 송 413장 광 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목사

  21-18.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후 2:14)

      
           

            21-18. But thanks be to God, who always leads us as captives  

                in Christ's triumphal procession and uses us to spread  

          the aroma of the knowledge of him everywhere. 

                                                 (2Corinthians 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