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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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남전도회 헌신예배〉                     ※유튜브 검색어: 사당 삼광교회  
                                

     1. 5-6남전도회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2. 학습세례(유아/입교) 문답교육(3/12~4/2)  토요일 오후 2시, 지정된 장소 또는 비대면

            으로 진행합니다. ※문의∣학습 교육 : 이성욱 목사, 세례/유아세례 교육 : 김 진 목사

     3. 교회설립 50주년 기념자료  가정에서 보관하고 계신 교회 사진 또는 귀중한 자료

             들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교역자(권호석목사, 안인숙전도사)에게 연락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 코로나19 예방수칙  교회에서 건물과 시설에 관한 방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

                           니다. 개인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지에서 온 기도편지 � 러시아에서 온 편지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곳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
랑으로 맡은 바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 교
회와 성도들은 더욱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합동 목사안수식  지난 1월 7일 러시아 식 성탄절 날에 연합 합동 목사안수식이 어수선
한 시국 속에서도 300여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기쁨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이 날 안
수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이었는데, 제가 사역하던 성탄교회에서 3명의 집사님들이 목
사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선교사 중에는 유일하게 안수위원으로 초청받아 가게 되었는
데, 안수를 받는 성탄교회 집사님들을 바라보며 많은 감회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러시아 신학자/목회자  작년 12월 중순 경에 복음주의적 오순절 총회에서 직영하
는 모스크바 신학대학 MTI(Moscow Theological Institute)에서 지방의 목회자들을 대
상으로 순회 신학 학사 과정이 이곳 까스트로마 지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강의를 들은 분들 사이에서 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신학학사 과정뿐만 아니라 그 위의 상급과정인 신학석사 과정 개설에 대한 
요청들이 늘어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참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로 아팠던 변하늘과 임안희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서 
2. 하빈이의 거처문제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지도록
3. 세분의 성탄교회 목사님들이 성령에 민감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4. 부이 지역의 교회가 회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처소가 마련되도록
5. 화장실 공사를 진행 중인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 공사가 잘 마무리하도록
6. 카스트로마 주의 교회들 위에 성령 충만을 내리소서!!

2022년 2월 22일 러시아에서 변상대, 임안희 선교사 드림

예배인도 5남전 회장 김재용 피택장로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15분전

기  도 6남전 회장/ 정 철 안수집사 기  도 여순실 권사

찬  송 357장 찬  송 433장

성경봉독 수 1:10-18 성경봉독 빌 3:15-21

특  송 5-6남전도회 셀라찬양대 이 시간 너의 맘 속에

설  교 새로운 출발과 도전 앞에서 설  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 

� �

주일 1부 신동현 장로

주일 2부 김영석 장로

주일 3부 김지수 청년

찬양예배 차영준 안수집사

수요예배 서영희 권사

노바울 목사 성남용 목사

찬  송 351장 찬  송 43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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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효 
        김대영 김영석 신동현 
        권병문 정윤석 김종식 

원로장로  김동민 박규천 안병원 
        장사인 박수만 홍강일

은퇴장로  정선모 전정수 최경환 
        신흥식 라양근 최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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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욱 목사)

장소 2층 본당

   금요일

 시간 오후 8:50

 인도 권호석 목사

 장소 2층 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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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서해영 강신달 허태성 최은주 김경희3 나미진 김종빈 박미희 남은주

3부∣이경은 박예림 노혜림 이예본

안내위원 1부∣  김종현 심미순 전은경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전인수 김여환 김연화 정해숙 심미숙 이영순2 박앵숙 이근옥

3부∣ 이예본 박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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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자들의 기쁨

시 81:1-8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한 후,� 아삽이 이 시를 썼다.� 백성들은 그때 일을 마쳤

기 때문에,�더 기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스6:22).� 왜 일을 하면 기쁠까?�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이다(1-7절).� 일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의 크기도 달랐을 것이다.� 큰 헌신이 큰 기쁨을 준다.�

첫 유월절의 은혜가 준 힘이 첫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었다.� 힘이 있어야 자

유인으로 살 수 있다.�힘이 없으면 책임 없는 종으로 살려 한다.�그들은 그때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을 먹으며 애굽을 떠났다(출12:8).� 어린 양의 피와

그 밤의 결단과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상징하는 음식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요1:29).� 스스로 생명을 버리셔서(요10:18),�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벧전2:24).� 우리가 아들의 유업을 받아(갈4:7),� 자유인이 되

게 하셨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살게 한다

(벧전2:16).� 축복할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게 한다.�

선한 소원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8-12절).� 아삽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

(쉐마 아미)’� 외치며,� 우상숭배를 경고했다.� 나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두려움

의 세상을 살게 하는 탐심을 경계한 것이다(골3:5).� 그리고 입을 크게 열라

하며,� 큰 소원을 품으라 했다.�간절하고 선한 소원을 가져야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행동해야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소원을 잃어버리면,�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쉽다(롬1:24,28).� 예수님은 우리를 구

할 소원을 품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선한 소원의 성취가 주는 기쁨이

사람을 향내나게 한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이다(13-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딤후3:16).� 하나님이 아

담에게 불어 넣으셨던 생기다(창2:7).� 생명의 숨소리이며,� 생명의 능력이다.�

그래서 마른 뼈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 군대가 된다(겔37:6-10).� 말씀이 행

복한 삶을 살게 한다(신10:13).� 원수를 이기게 하고,� 일을 마치게 한다.� 하나

님의 복을 받게 한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계22:20),� 성도들

을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다(요14:3).� 일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약속

된 그날을 준비하며 살자.� -鏞-

                   제51권 10호/ 2022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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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묵 도 다함께

경배와 찬양

*찬 송 7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8장

기 도  1부 김대영 장로  2부 김정효 장로 이동민 청년

성경봉독 시 148:1-7  시148:1-7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시편 20편       호산나찬양대 
     2부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 
 찬양하며 생각하는 

우리의 책임설 교  찬양하며 생각하는 우리의 책임

찬 송 302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봉 헌

*찬 송 310장 환영&광고

*축 도 인도자  권호석 목사

   
    22-05.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5:21) 

              
             

             22-05.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2Corinthians 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