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가족초청주일(11/21)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층)

〈전도위원회 헌신예배〉
                                          *유튜브 검색어∣사당 삼광교회

    1. 예배안내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 예배인원이 10%(최대99명)으로 제한합니다.
                   성도님들은 더욱 예배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도위원회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3-4여전도회(10/10)
     3. 주일오후 전도(10/3~11/14)  주일 오후 찬양예배 후,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문의∣ A팀 김 진 목사, B팀 김일동 목사, C팀 서정호 목사, D팀 이성욱 목사 
     4. 릴레이기도(10/4~11/20)  기관과 순별로 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4(월) 5(화) 6(수) 7(목) 8(금) 9(토) 장소

오전 11-1 11-2
11-3 11-4
11-5 16-1

12-1 12-2
12-3 12-4
12-5 16-2

13-1 13-2
13-3 13-4
13-5 13-6

14-1 14-2
14-3 14-4
14-5 14-6

15-1 15-2
15-3 15-4 
15-5 16-3

16-4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기도실

믿음실

권사실

3 층

오후

저녁 18-1 18-2
41-1

18-3 18-4
41-2

18-5 18-6
18-7 14-3

19-1 19-2
41-4

19-3 19-4
51-1

19-5 19-6
19-7 51-2

     5. 금요기도회(10/8)  오후 8:50-10:00,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6. 학습세례(유아/입교) 문답교육(10/16~11/6)  토요일 오후 2시  *신청∣사무실 

예배인도 위원장 김영석 장로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15분전

기  도 김문자 권사 기  도 임연선 권사

찬  송 498장 찬  송 215장

성경봉독 요 1:43-46 성경봉독 고전 10:23-33 

가브리엘중창단 이 복음을 전하라 아이노스중창단 보내소서

특  송 전도위원회 설  교 자신, 교회, 하나님 

주일 1부 김성식 장로

주일 2부 김익언 장로

주일 3부 이동민 청년

찬양예배 김효경 집사

(3-4여전헌신예배)

수요예배 김영순2권사

설  교 와서 보라 김재승 목사(필리핀)

김 진 목사 찬  송 503장

찬  송 49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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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진 목사)

 장소 2층 본당

   금요일

 시간 오후 8:50

 인도 이성욱 목사

 장소 본당(2F) 부목사� � 김 진 이성욱
협동목사� 이재서 노바울
교육목사� 서정호 김일동 서영진
음악목사� 유상진
전도사� � 안인숙�김정희 (어린이집원장)
교육전도사� 이미래
파송선교사� 이계혁 (방글라데시)�
� � � � � � � � � 한용승 (탄자니아)�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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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2 장한식 박성자 윤정임 김현희 신은정

2부∣ 오형윤 오양균 오인섭 김금희 서순남 김경희3 신예희 김연화 박현숙

3부∣권관우 김승원 김동현 김유진

안내위원 1부∣  김광회 박숙자 이수연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조성태 김여환 박성희 김효경 나연정 이영순2 박앵숙 이근옥

3부∣ 김회성 신다영

새 가 족 1 ․ 2부∣안영희  3부∣박예림 박성범

차량운행 최정수(총무) 김영석 고대욱

주차위원 최석채(총무) 정광영 안창문 권영진



 
‘보혜사’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 59:1-17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요14:16).� ‘다른’은 능력과 권세

와 영광이 성부 성자와 같으심을,� ‘보혜사(파라클레토스)’는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는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마28:20).� 그렇다면 어떤 처지에 있든

지,� 기도해야 한다(1-5절).�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그

는(삼상17:49-51),� 싸울 때마다 승리했다(삼상18:5).� 그러자 사울이 그를 경

계했다(삼상18:9).� 수금을 타던 그에게 창을 두 번이나 던졌다(삼상18:11).�

딸을 이용해서도 그를 죽이려 했다(삼상18:21-28).� 단창을 던지거나(삼상

19:10),� 자객을 보냈다(삼상19:11-17).� 사울의 딸 미갈이 남편 다윗을 피신

시켰을 때,� 그가 이 시를 썼다.� 사울이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복수심과 증오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셨다.�

평정심을 갖게 하셨다.�기도해야 위기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6-15절).� 사울의 자객들이 밤이 늦도록 욕하고 저

주하며 다윗을 찾아다녔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

다(삼하16:12).�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빌4:6-7).�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히12:2).� 스데

반도 그렇게 순교했다(행7:55-60).� 예수님과 스데반의 영적 반응이 사울의

영혼을 흔들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와 방패 되신다.� 우리는 순금 같은 영혼을 갖

게 된다(욥23:10).� 환난에도 기뻐하는(롬5:3-4),� 믿음의 거인이 된다.� 결국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 악인이 심은 악을 거두게 하신다(민14:28,� 갈

6:7).� ‘나는’� 하고 일어서야 한다(16-17절).� 어려움이 심해져 우울증이 되면,�

행동은 없고 생각만 많아진다.� 자칫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다.� 믿음의 사람은

독수리처럼 비상한다(사40:31).�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후4:7-10).�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찬송하면,� 보혜

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빌4:13).�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하고 일어서라.� -鏞-

                   제50권 40호/ 2021년 10월 03일

        〈맥추감사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실시간온라인예배                 

                                                                  

 사도신경묵 도 다함께

*찬 송 2장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70장

기 도 1부 김종식 장로  2부 정윤석 장로 김유진 청년

성경봉독 시 135:1-9  시 135:1-9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특송) 참사랑            그라페중창단
 2부(특송) 놀라우신 주의 은혜  아가페중창단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    우리는
  누구인가?설 교 우리는 누구인가?

찬 송 453장

봉헌과감사의기도   1부(특주)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경미1집사 
   2부(특송) 선한 능력으로             이은종 형제 봉 헌

*찬 송 450장 광 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목사

  21-20.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21-20.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Jeremiah 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