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F)

      *전도위원회 헌신예배      

 

   
  1. 태신자 작정∣새가족 초청주일(11/17)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셔서 순장을 통해 제출해 주세요.

  2. 전도위원회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3. 학습세례(유아/입교) 문답교육(10/12~11/2)  토요일 오후 2시,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학습∣안수집사실(3F)   세례∣제1회의실(1F)   유아세례∣친교실(1F)

 4. 한국선교KMQ∣2019 가을호(71호)  특집_바람직한 선교지 재산권 권리와 이양을 위한
                                       정책과 사례연구  구입∣사무실     

 
        〈교우소식〉

 
    � �                                             

    119 기도회 기간∣10월 8일~11월 14일

            ※ 하루에 한 번 이상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중등부 경로대학 70전도단 1교구 2교구 교역자

오후 청년회 권사기도회 교구연합 수요예배 아기학교 금요기도회

유치부
유년부
고등부
영아부
초등부

토요기도회

▸주중 오전, 오후 기도회는 정해진 기관 외에 순별 기도회를 적극 권장합니다.

 <화요일 & 목요일 기도회>  ※ 문의∣기관 담당교역자

10/8(화) 10(목) 15(화) 17(목) 22(화) 24(목)

기관 당 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교육위원회 찬양위원회 전도위원회

10/29(화) 31(목) 11/5(화) 7(목) 12(화) 14(목)

기관 복지위원회 순 장 교구위원회 차량위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 기간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기도회를 합니다. 

  각 날짜의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모여 기도해주시기 바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 원 [1교구] 김평길(유강이권찰)성도 (보훈중앙병원 중앙관 11층 2호)
[2교구] 박상준(이정선2권찰)성도 딸 (삼성병원 소아병동)

소 천 [1교구] 10/5 故오일선 은퇴협동권사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기도바랍니다.

예배인도 위원장 김익언 장로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 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 15분전

기  도 총무 /이상설 안수집사 기  도 이영란 권사

찬  송 368장 찬  송 304장

성경봉독 고후 5:13~15 성경봉독 슥 8:2~3

시온찬양대 이 복음을 전하라 셀라찬양대 생명수 흐르는 강변

특  송 전도위원회 설  교 질투하시는 하나님  

주일 1부 김영석 장로

주일 2부 신동현 장로

주일 3부 김대용 청년

주일찬양 김종선 안수집사

수요저녁 박영란 권사
�

설  교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류창현 선교사(러시아)

노바울 목사 찬  송 302장

찬  송 37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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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인도 서영진 목사

 장소 본당(2F)
부목사� � 김 진� 이성욱

협동목사� 이재서 노바울

교육목사� 서정호 김일동 서영진

강도사 김보광

전도사� � 안인숙�김정희 (어린이집원장)

교육전도사� 이미래

파송선교사� 이계혁 (방글라데시)�

� � � � � � � � � 한용승 (탄자니아)� � � � � �

� � � � � � � � � 김의정 (인도네시아)�

� � � � � � � � � 이정희 (필리핀)

시무장로� 박규천 김익언 김성식 라양근 김정효

� � � � � � � � 김대영 김영석 신동현 권병문 정윤석

원로장로��김동민 안병원 장사인 박수만 홍강일

은퇴장로��정선모 전정수 최경환 신흥식 최윤학

찬양대지휘� 안성혁 김지현1�장지슬 박경애

오르간� 이경미1김수영 �

피아노� 안성진 선준희 김신혜 김현주1

영상/음향� 채희진 황영민

 

 

봉헌위원 1부∣  정광영 오형윤 김정남 채복자 윤정임 김경희2

2부∣ 여찬수 안경회 백형범 최은주 박해숙 노선이 김미현 신순희 정해숙

3부∣감지연 김회광 박의진 서예지

안내위원 1부∣  전인수 정종순 문귀자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김광회 김현주1 유진희 나선자 박경애 이영순2 박앵숙 이근옥

3부∣ 박성범 김태원 장지슬 

새 가 족 1 ․ 2부∣안영희  3부∣송재윤

차량운행 류승완(총무) 김영석 정태봉 고대욱 

주차위원 전인수(총무) 정광영 이상설 김종선 안창문 권영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요 9:1~7)

�

어느 날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을 만나셨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물었다.� 죄 때문에 불행한 일이 일어난

다는 믿음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으로

불행한 처지에 놓인 자들을 차별했다.� 잘못된 해석에 따른,� 잘못된 행동이었

다.� 물론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

다(창3:10).� 삶에 고통이 있다(창3:16).�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창3:18).�

병들고 죽게 된다(창3:19).�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자칫 욥같이 의로운 사람

들을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처지를,�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기회로 여기셨다.� 불행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불행의 원흉인 사탄을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게 하셨다(눅10:18).� 영원

한 불 못에 던져지게 하셨다(계20:10).�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다(3:16).� 오셔서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길 원하신다(4절,� 창

3:19).� 매일 기도하며 해야 할 일이다(눅11:2).�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

므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 예수님

은 세상의 빛이라 하셨다(5절).� 십자가로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다(8:12).�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마5:14,� 사60:1).� 예수님처

럼,�자기 십자가(자기희생)를 통해서 빛으로 살 수 있다.�어두운 세상의 사람

들(엡6:12)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마5:16).� 예수님은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다.� 실로암은 보내

심을 받았다는 뜻이다(7절).� 기혼샘 물이 533m의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으로 보내졌다.�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아 오셨고,�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빌2:8).�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맹인도 순종하여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20:21).� 순

종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게 된다.�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기

적이다.� -鏞-

                   제48권 40호 / 2019년 10월 6일

        〈맥추감사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묵 도 다함께

*찬 송 6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찬 송 31장 경배와 찬양

기 도 1부 김정효 장로  2부 김대영 장로 감지연 청년

성경봉독 시 39:1~7 시 39:1~7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주께 더 가까이, 나는 비록 약하나 호산나찬양대
2부 주님 만드신 세상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나는 주님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설 교 나는 주님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찬 송 484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찬 송 488장 환영&광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 목사

19-20.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9~10)

             
19-20. Do not lie to each other, since you have taken off your 

old self with its practices and have put on the new self, which 

is being renewed in knowledge in the image of its Creator. 

(Colossians 3:9-10 N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