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층)

           *추수감사찬양              *실시간 온라인예배
   

    1.         모든것이주님의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추수감사 과일 나눔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20 추수감사 찬양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3. 성탄장식 점등식(11/18)  수요예배 후, 교회 앞에서 있습니다.   

  4. 찬양위원회 헌신예배(11/29)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5. 예결산 제직회 및 공동의회(11/29)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6.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안내  11월 7일 0시부터 예배실 수용인원의 50%이내

        (총 333석 / 2, 3층 자모실 인원 포함)로 참석이 완화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실 지정된 좌석(한 칸 띄우기)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방역수칙에 대해

        서는 기존과 같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예배영상 안내  주일 2부예배(오전 11시) 실황을 녹화하여 당일 오후 2시에 유튜브

        채널(검색어: 사당 삼광교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월~토까지 새벽기도회를(오전 4:55)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현장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배

        영상을 참조하여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 한국선교 KMQ∣KWMA[2020 영문판]   2년마다 출간되는 영문KMQ 저널입니다.

                                         정가_1만원  *구입_5천원(사무실)

    9. 성경필사  비대면 기간 동안 마음을 모아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 정기당회(11/16)  월요일 오후 7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기관소식〉

 1. 교회대청소  귀한 사랑으로 섬겨 주시고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교육부서 교사모집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실 일꾼을 모집합니다. 

     자격∣본교회 등록한지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   문의∣이성욱목사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15분전

기  도 박상운 안수집사 기  도 김종숙 권사
성경봉독 살전 5:18

찬  송 379장설  교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성경봉독 왕하 6:31-33서영진 목사

셀라찬양대 오직 주님만  *찬양 1. 시낭송     그리하실 줄
     (류승완 안수집사)  
    2. 피아노연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김서정 집사)   저밭에농부나가
   3. 시온찬양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4. 호산나찬양대   감사하라
                  주의 동산으로
   5. 러브콰이어  논밭에 오곡백과
              아름다운 하늘과
   6. 셀라찬양대  감사를 드리자
   7. 할렐루야찬양대 감사 찬송하세
             복있는사람은

설  교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

주일 1부 김성식 장로

주일 2부 김익언 장로

주일 3부 김유진 청년

찬양예배 정광영 안수집사

수요저녁 김영순2권사

박춘금 선교사 (키르기스스탄)

찬  송 380장

광  고 인도자

주기도문 다함께

장*순장공부(예배 후)

  축  도 성남용 목사

주, 월~금

(토)오전 6:30

2층 본당

 시간 오전 5:00

 인도 성남용 목사

     (김  진 목사)

금요일

2층 본당

 시간 오후 8:50

 인도 김일동 목사

 특송 호산나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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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1
오르간 이경미1 김수영 �
피아노� 안성진선준희김신혜김현주1차은경
영� 상� 채희진황영민

  

   

봉헌위원 1부∣  최석채 김정남 이승현2 박성자 김현희 박슬아

2부∣ 조성태 김종완 오양균 최은주 김금희 김경희3 신순희 신예희 박현숙

3부∣박민영 박예림 신다영 서예지

안내위원 1부∣  정광영 정종순 문귀자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전인수 박명주 진미영 박성희 이범자 이영순2 박앵숙 이근옥

3부∣ 김대용 서예지 류하영 김보금

새 가 족 1 ․ 2부∣안영희  3부∣박성범 박예림

차량운행 최정수(총무) 김영석 고대욱

주차위원 최석채(총무) 정광영 안창문 권영진



 

이렇게 감사 절기를 지키자
신 16:1-17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려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감사와 영성이 서

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사절의 의미 4가지를 숙지할 필요

가� 있다.� 첫째,� 감사절은 감사를 배우는 절기다.�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모두 감사 절기였다(16절).�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

심과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다(1-8절).� 밀을 추수하는 절기,� 칠칠절은,�유월절

50일째의 절기라 하여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한다(9-12절).� 오순절에 성령께

서 임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행2:1).�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절기다(마28:20).� 초막절은 장막절

이라고도 부르는데(13-15절),� 영원한 집을 기대하게 하는 절기다(고후5:1).�

모든 절기에 공통적으로 강조된 것은 기쁨과 감사다(1,� 11,� 14,� 15절).� 그

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유월절),�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며

(맥추절),� 곧 다시 오실 것이다(초막절).�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사를 배워야

한다.�

둘째,� 감사절은 하나님께 힘껏 드리는 절기다(17절).� 레위기 23장에 보면

감사절에 드려야 할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드림을 명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골3:15-17).�

셋째,� 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하는 절기다(14절).� 함께하는 감사절의 정신은

룻기에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맥추절에 룻기를 읽고 묵상한다.�

“젊고 힘 있는 룻이 늙고 약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풍족하게 했다”가� 룻기의

주제다.� 세상 사람들이 룻을 보고 “와!”하고 놀랄만하다.� 그 후 부자 보아스

가� 다시 가난한 룻을 풍족하게 했다.� 이렇게 맥추절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풍족하게 하는 절기다.� 이 절기에 우리가 누구를 풍족하게 해야 할까?� 넷째,�

감사절은 우리 삶을 새롭게 갱신하는 절기다.� 절기를 기념하고 지키는 중요

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경축일이 우리 삶의 모습을 만들기

때문이다.� 무슨 날을 경축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

하게 여기며 사는지 알 수 있다.� 감사절을 풍성하게 하여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자.� -鏞-

                   제49권 46호/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오전 10시 55분부터)

                                                                    

  사도신경묵 도 다함께

*찬 송 9장(1절)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587장

기 도 1부 김종식 장로  2부 정윤석 장로  김지수 청년

성경봉독 시 98:1~5 시 98:1~5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감사하라                 호산나찬양대 
2부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설 교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찬 송 591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봉 헌

*찬 송 592장 광 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목사

20-23.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시 138:2)

      
    

20-23. I will bow down toward your holy temple and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r unfailing love and your faithfulness,  

      for you have so exalted your solemn decree that it     

      surpasses your fame. (Psalm 1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