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층)

※유튜브 검색어: 사당 삼광교회

     1. 예배안내  교회 방역수칙 준수 및 예배시간 전후마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들께서는 교회 출입시 체온측정과 손소독제, 교인증 QR코드를 사용해 주시고,  
           가급적 현장에서 예배함으로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 월삭 새벽기도회(5/1)  토요일 오전 6시 15분부터 2층 본당에서 드립니다.

   3. 디지털 헌금 바구니 안내  온라인헌금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헌금
           바구니(KB국민은행)를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헌금바구니 이용방법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이용자 검색어 : 헌금바구니)  *문의_사무실  

     〈기관소식〉  
1. 상반기 기관 회계감사(5/9)  주일 오전 10시부터 1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온 기도편지 � �  �

사랑하는 삼광가족 여러분! 사방에 우겨 쌓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와 사랑
으로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지속
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아래 간략히 지난 사역과 생활을 올려드립
니다. 

그레이스 학교  지난 12월의 교장(이종혁)과 교감(도미닉) 임명에 이어 1월 9일에 
온라인 수업을 시작으로 학교가 오픈되었습니다. 

호스텔 사역  호스텔 학생들과 함께 지난 해 가을에 심어서 야채 등을 풍성히 수확
하였습니다. 지난 해 9월에 110마리로 시작한 양계는 호스텔 학생들의 사료 및 산
란실 제작, 그리고 돌봄의 결과로 3월에 들어서 계란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벼농사
는 2월 초부터 시작하여 호스텔 학생들이 가져온 벼를 싹 틔워 모종을 만들어 모를 
키우고서 모내기를 하고, 벼가 자라가면서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돌보고 있습니다. 

부활절 행사  소망교회 성도들 그리고 호스텔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활절을 맞아 세
족식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또한 이웃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가족 현황  큰 딸 예지는 둘째를 임신하여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선교는 영어
학원 강사로, 피트니스 강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며, 예림이는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토론토에서 요양원 가족들을 돌보느라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은 4월 28일에 일시 귀국합니다. 

기도제목 
1. 월드라이프 엔지오 재등록(10년 유효)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2. 저희 내외의 일시 귀국을 통해 영육간 충전이 이뤄지도록 
3. 동역자 이종혁님 가족이 사역을 위해 잘 준비되어지도록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주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이곳 방글라데시, 공동체를 지향하
는 사역 현장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 땅을 향한 긍휼
과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 주셨으니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2021년 4월 16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이계혁, 우영옥 선교사 드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15분전

기  도 신순희 권사

※코로나19로 인해 찬  송 216장

  당분간 쉽니다. 성경봉독 고전 3:5~9

특  송 내게로오라 하신주님의 (아이노스중창단)

설  교 하나님의 동역자

�

주일 1부 김익언 장로

주일 2부 김종식 장로

주일 3부 김보금 청년

수요예배 서영희 권사

김의정 선교사

찬  송 212장

광  고 인도자

주기도문 다함께

  

(월-금)오전 5:00
(토)  오전 6:30

(주일) 개인기도
     오전4:40

 인도 성남용 목사

(김일동, 서정호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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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채 김정남 장한식 채복자 이막례 김경희2 김현주1

2부∣ 조성태 안경회 백형범 송옥순 박해숙 노선이 김종빈 신예희 정해숙

3부∣김승원 박성범 김유진 김지혜

안내위원 1부∣  정광영 박숙자 이수연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김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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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악인이 되고 의인이 될까?

시 36:1-12

다윗은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 했다.� 그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

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악인이 되지 말라 했다(1-4절).� 1)� 악인의 눈에는 자

신의 악이 보이지 않는다.�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도 없다.� 그래서 악을 자랑

한다.�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의 4인 가족이 온갖 거짓된 일들을 자랑하는 것

과 같다.� 이렇게 악인의 눈을 가지면,� 그 눈이 긍정해 주는 정보만 취한다.�

그런 사람들만 만난다.� 결국 악인의 함정에 빠져 악인이 된다.�하나님의 시각

이 있어야 자신의 악을 보고,� 악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바울은 죄를 범한

모든 사람 안에 자신을 포함시켰다(롬3:23).�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자신을

탄식하며(롬7:14-24),�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 했다(딤전1:15).�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의 영성이다.� 2)� 악인은 악을 볼 수 없으니,� 거짓을 말하고

행한다.� 3)� 침상에서도 악을 계획한다.� 결국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다.�

악인의 눈이 악인 되게 한다.�우리는 지금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다(5-6절).�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

리를 사랑하신다(요3:16).�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셨다(롬5:8).� 그는

높고 크신 하나님의 의(체다카)와 심판(미쉬파트)을 보며,� 그리스도를 예언했

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

셨다(골1:22).�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의인이 된다.� 바라보는 것을 닮기 때

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7-12절).� 주의 인

자하심을 보배롭다 하며 그 그늘 아래로 피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권

능의 손이 있는 곳이다(요10:28).� 여기에서 하나님은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계

21:23),�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하신다.� 기쁨과 소망의 세계를 살게 하

신다.� 오디세이아의 마녀 세이렌처럼 상대방을 찬양하기만 하는 아름다운 소

리는 자칫 사람을 악인 되게 하고,� 죽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

으면,� 내 안에서 내가 커져 악인이 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셔야 내가

의인이 된다.� 그의 발견이며 확신이다.�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을 바라보라.� -鏞-

                   제50권 17호/ 2021년 04월 25일

          〈부활절〉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실시간온라인예배                 

                                                                    

 사도신경묵 도 다함께

*찬 송 6장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44장

기 도 1부 정윤석 장로  2부 권병문 장로 이동민 청년

성경봉독 시 119:1-7   시119:1-7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특송) 순례자의 노래     그라페중창단
  2부(특송) 내 노래 되신 주    아가페중창단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 말씀을 아는 
사람의 복설 교 말씀을 아는 사람의 복

찬 송 200장

봉헌과감사의기도  1부(특주) 하늘의 아버지  이경미1집사&안성진자매
  2부(특송)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박연화선교사 봉 헌

*찬 송 202장 광 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목사

 21-09.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 20:12)  

      
    

21-09.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Exodus 20:12 N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