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층)

     
            〈1-2남전도회 헌신예배〉-

           *신년축복성회(1/17~19)

1. 1-2남전도회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 3-5남전도회(2/16)

2. 정기당회(2/10)  월요일 오후 7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기관소식〉    

1. 여전도회 산상기도회, 장소변경(2/11)  2층 본당, 화요일 오전 10:30~12시  

 2. 유년부 새봄성경학교(2/15~16)  주제∣캡틴 지저스 / 가서 제자 삼으라 (마28:18~20)

                            토요일 오전 10시▸4층 유초등부실

 3. 고등부 동계수련회(2/21~22)  주제∣서로 사랑하자 (요일4:11)

                           금요일 오전 10시(교회출발)▸대부도 바다향기

 4. 초등부 새봄성경학교(2/22~23)  주제∣사도신경 /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롬10:9~10)

                            토요일 오전 9시 30분▸4층 유초등부실

 5. 삼광사랑학교 모집(2/9~3/8) ■대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초등학생), 10명(선착순)

        ■일정∣3/21~5/30(6주)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 등록비∣3만원 
       ■장소∣3교육관(5층)  ■문의∣김일동목사  ∎신청∣사무실   

     
         
      〈교우소식〉

     선교지에서 온 기도편지 �

삼광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위에 새해에도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도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올해의 교회목표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온교인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2.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배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3. 조총련계 학교사역과 어린이 토요 영어 학교사역, 반주자 등 일꾼을 보내주소서. 

4.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일본 전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되도록

5. 둘째 아들이 헌신하였는데 장래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기를

6. 건강하게 사역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15일  

일본 동경에서 김신호, 문옥남 선교사 드림

소 천 [1교구] 2/3 이영란권사 모친
[2교구] 2/3 송정희(박지훈)집사 부친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기도바랍니다.

예배인도 1남전 회장 정선모 은퇴장로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15분전

기  도 2남전 회장 / 박수만 원로장로 기  도 서영희 권사

찬  송 456장 찬  송 321장

성경봉독 삿 6:11~16 성경봉독 엡 6:5~9

부부찬양대 오 놀라운 구세주 셀라찬양대 길 만들라

설  교 일터에서사람들과관계맺기특  송 1-2남전도회

주일 1부 김익언 장로

주일 2부 김성식 장로

주일 3부 박민영 청년

주일찬양 김종식 장로

(3-5남전헌신예배)

수요저녁 김경희2권사

설  교 리더의 자격 성남용 목사

노바울 목사 찬  송 323장

찬  송 450장 광  고 인도자

봉  헌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광고&축도 성남용 목사 *순장공부(예배 후)

  

주, 월~금

(토)오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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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시간 오후 8:50

 인도 김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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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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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설 오형윤 김정남 채복자 김경희2 윤정임

2부∣ 김옥빈 안경회 김종완 최은주 박해숙 정영자 신순희 신은정 정해숙

3부∣감지연 김회광 박의진 서예지

안내위원 1부∣  김광회 정종순 문귀자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전인수 박명주 진미영 박성희 이범자 이영순2 박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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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아는 복이 있다
요14:4~14�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걱정하고 염려했다.� 예수님

은 그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 것이라 하셨다.�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잘 몰랐다.� 그래서 도마가 물었

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다.� 그 길에 대해 알려 주거

나,� 안내해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다.�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는 자신을 ‘진리를

전하는 사도’,� 불교의 석가는 자신을 ‘진리를 깨달은 자’라 한다.� 하지만 예수

님은 당신을 그 진리라 하셨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행

4:12).�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시니,� 우리의 ‘백문 일답’이시다.� 예수

님 안에 영생이 있다(요일5:11).� 예수님 안에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 있다(고전1:30,� 골1:22).�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진

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배타적이다.�

‘와서 보라’�하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빌립이(1:46),�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

라 하느냐’� 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

신다(10절,� 20a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신6:4,� 엡4:6),� 성부 성자 성령

의 삼위로 계신다.� 성부 하나님(1:12,� 20:17,� 마6:9),� 성자 하나님(히1:3),�

성령 하나님이시다(행5:3-4).�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증언하신다.� 성자는 성부를 나타내셨고

(1:18),� 성부의 일과(5:19),� 성부의 말씀을 하셨다(10절).� 삼위 하나님은 언

제나 함께하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마28:19).�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된다(12-14절).� 하나님의 성

품에 참여하게 된다(벧후1:4).� 예수님은 더 큰일도 할 것이라 하셨다.�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이다(15:26).�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예수님이 행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사11:6-9).�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

면(15:5),�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빌4:13).� 능치 못할 일이 없다(막9:23).� �

예수님을 아는 복을 누리라.� -鏞-

                   제49권 06호/ 2020년 2월 9일

        〈신년감사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묵 도 다함께

*찬 송 2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찬 송 70장 경배와 찬양
기 도 1부 정윤석 장로  2부 김종식 장로 신다영 청년

성경봉독 시 58:1~3 시 58:1~3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주께 더 가까이        호산나찬양대
2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설 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찬 송 428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찬 송 430장 환영&광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 목사

20-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  

     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 3:13~14)

          
    

20-3. Bear with each other and forgive one another if any of   

     you has a grievance against someone. Forgive as the     

     Lord forgave you. And over all these virtues put on love,  

     which binds them all together in perfect unity. 

(Colossians 3: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