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주일 오전 10:20∣2층 새가족실

   ❁ 온라인헌금 안내 문의∣사무실

국민 772-01-0019-455 대한예수교장로회삼광교회

송금자명∣성명, 헌금종류기재 예)홍길동십일조

  ü스마트폰(검색)∣디지털헌금바구니   
     아이폰(검색)∣헌금바구니 

                              

〈2청년회 헌신예배〉
                    ü유튜브 검색어: 사당 삼광교회  

  
  1. 2청년회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2. 제20회 국외 단기선교 파송예배(7/31)  사역지∣필리핀, 키르기스스탄 8/1(월)~6(토)

  3. 국외 단기선교 지원물품 모집(7/27까지)  접수∣사무실  *문의∣권호석 목사

               ■ 사용하지 않는 조금 큰 캐리어   ■ 폴라로이드 사진기 

 4. 제16회 국내 단기선교 파송예배(8/7)  사역지∣전북고창 선운교회 8/9(화)~12(금) 

       〈기관소식〉  
    1.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바랍니다.

                 ü유년부(7/23~24) ‣ 주일 오전 11시 (4층 유년부실) 

                 ü초등부(7/29~31) ‣ 금요일 오후 2시 (4층 초등부실)  

                ü고등부(7/28~30 인천 영흥도) ‣ 목요일 오전 9시 (교회 출발)  

                  청년회(8/13~15 교회, 안산 대부도)    
 

      〈교우소식〉

    선교지에서 온 기도편지 �  삼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펜데믹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영혼 사랑하심과 선교의 열정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
으로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벽마다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코로나바이러스 상황도 조금은 호전되어서 교회사역과 신학교 사역이 점점 활
발해 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1억 3천만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 내용과 
기도제목들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멕시코 주요사역 
1. 산타페 교회의 목회사역을 중심한 멕시코 노회내 교회들을 순회하며 복음전파
2. 신학교 사역으로 교역자 양성, 장학사역, 구제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

멕시코 영혼을 위한 기도제목
1. 많은 장애물(치안불안, 펜데믹, 물가상승, 각종 질병과 방해물)들을 이기며 담대히 복음만을  
 전파하도록 
2. 오텔로 사무디, 에루구인 시메루만, 빅토르 피네다 목사님 등과 한 지체처럼 협력사역이 잘   
  이루어져서 교회들마다 부흥하며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3. 다가오는 2023년 9월에 "까미노 신학교"(주님의 길 신학교)를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 종교청과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위한 서류 준비가 잘되어 받을 수 있도록
  -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 구입이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 6월 17일 멕시코에서 임한곤, 이길선 선교사 드림

입 원 [2교구] 김영신 집사(사랑의병원)

소 천 [2교구] 7/17 신순희(박성호집사)권사 모친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기도바랍니다.

예배인도 회장 권관우청년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15분전

기  도 부회장 김지수 청년 기  도 임신란 권사

찬  송 304장 찬  송 380장

성경봉독 막 1:40-45 성경봉독 출 15:22-27 

특  송 2청년회 셀라찬양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설  교 결국엔 사랑 설  교 답답한 인생, 그래도 전진하라!

� �

주일 1부 김대영 장로

주일 2부 김성식 장로

주일 3부 김승원 청년

찬양예배 조성태 안수집사

(국외단기선교파송예배)

수요예배 서명숙 권사

권호석 목사 김종천 목사 (성진교회 담임) 

찬  송 291장 찬  송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봉  헌 다함께 광  고 인도자

광고&축도 성남용 목사 주기도문 다함께

장*순장공부(예배 후)

 

부목사 김 진 이성욱 권호석 
협동목사 이재서 노바울
교육목사 서정호 서영진
전도사 안인숙 교육전도사 염명희
부설 삼광어린이집(원장) 김정희

파송선교사 이계혁 (방글라데시) 

         한용승 (탄자니아)   

         이정희 (필리핀)

시무장로 김익언 김성식 김대영 김영석 신동현 
        정윤석김종식여찬수김옥빈 정광영
        김광회 오형윤최정수 김재용  

원로장로  김동민 박규천안병원장사인
        박수만홍강일

은퇴장로  정선모전정수최경환신흥식라양근
        최윤학김정효권병문

찬양대지휘 박기동(찬양사) 안성혁 박경애장지슬
오르간 이경미1 김수영   
피아노 안성진 차은경 김현주1
영상 채희진 황영민

(월-금)오전 5:00
(토)  오전 6:30

(주일) *개인기도
     오전 4:40

인도 성남용 목사

      (권호석 목사)

장소 2층 본당

   금요일

 시간 오후 8:50

 인도 성남용 목사

 장소 2층 본당

봉헌위원 1부∣  이상설 김정남 오양균 채복자 이막례 김경희2 박미숙 김현주1

2부∣ 허태성 김상석 오인섭 최은주 김경희3 김혜진 김종빈 강정순 박미희

3부∣이동민 이예본 오민식 박채린

안내위원 1부∣  김종현 심미순 전은경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전인수 김여환 김연화 정해숙 심미숙 이영순2 박앵숙 이근옥

3부∣박예림 최영찬

새 가 족 1-2부∣안영희  3부∣박예림 최영찬

차량운행 김재용(총무) 정태봉 강태웅 고대욱

주차위원 전인수(총무) 김종식 김옥빈 정광영 최정수 최석채 안창문 권영진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시 96:1-13

세계의 민속 노래들 중에는 슬픈 단조가 많다.� 흑인영가는 듣기만 해도 가

슴이 저려온다.� 우리나라의 ‘한 오백 년’이나 ‘아리랑’� 같은 노래에도 슬픔이

느껴진다.� 이렇게 사람의 처지나 감정을 따라 부르는 노래가 옛 노래다.� 그

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새 노래가 있다.�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구원의 하나님을 알면 부를 수 있다(1-6절).� 저자는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한다.� 새 노래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 지금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을 노래하는 것이니,� 선포적이며 계시

적이다.� 듣기만 해도 생명이 전해진다.� 우리 영이 ‘엔트로피’를 극복할 힘을

얻는다.� 내일을 기대하게 된다.� 저자는 지금 영광과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성령충만이다(엡5:18-20).�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면,� 주의 아름다움을 열방에 전하는 전

도자가 된다(행1:8).� 만민에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소원이 부르게 한다(7-10절).� 삼위 하나님

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요17:4),� 성부 하나

님은 예수님을(빌2:9-11,� 요17:5),�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영광스럽게 하

신다(요16:14).�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영광이다(롬8:30).� 이렇게 서로

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것이 사랑이다(요일4:8).�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하

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 이런 소원이 한국 교회를 새

노래를 부르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이 부

르게 한다(11-13절).� 하나님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이 의(체데크)는

관계적 정의를 가리키는 사랑의 의다.� 시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

시에 예언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요3:16,� 롬5:8).�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롬3:25-26,� 롬10:10,� 롬5:1).�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롬10:13).� 주의 이

름을 부르게 하려면,� 전할 자를 보내야 한다(롬10:14-15).� 심판 주가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는 재림 신앙이 매일 새 노래를 부르며 선교에 참여하게

한다.� 새 노래를 부르자.� -鏞-

                   제51권 30호/ 2022년 07월 24일

       〈맥추감사주일〉   
             실시간 온라인예배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2부예배)                    

 사도신경묵 도 다함께

*찬 송 3장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55장

기 도  1부 김익언 장로  2부 김재용 장로 김하나 청년

성경봉독 전 7:15-20   전7:15-20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나에게 돌아오라          호산나찬양대 
2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 
 세상 문제는 
사람의 문제설 교  세상 문제는 사람의 문제

찬 송 263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봉 헌

*찬 송 261장 환영&광고

*축 도 인도자  권호석 목사

   
   22-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 13:15)

              

                22-15. Through Jesus, therefore, let us continually offer  

                   to God a sacrifice of praise--the fruit of lips    

                   that confess his name. (Hebrews 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