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F)

      *5-6여전도회 헌신예배      
 

   1. 7-8여전도회 헌신예배(9/22)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2. 필리핀(이정희선교사) 베일러 미션학교 건축헌금(9/29)  필리핀 선교지 학교 건축을

          위한 특별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관소식〉      

     1. 사랑학교 개강(9/21)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5층 3교육관  ■문의∣김일동목사   

     2. 독서교실 개강(9/27)  금요일 오후 3시~4시, 지하 찬양대실 (장소&시간 변경)

                  ■문의∣윤경례2집사(010-8846-5878)       
    

  � 선교지에서 온 기도편지 �

이곳은 우기철이어서 조금은 덜 덥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에는 덥습니다.

요즈음은 똥꼬 지역을 거의 매일 올라갑니다. 기도하면서 풀도 뽑으며 학교를 돌아
보고 있습니다. 교실이 부족하여 짓기 시작한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붕 슬래브
를 쳐야 하는데 예산(6,000만원)이 없어서 지금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곳은 마을에서 15분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산에 위치한 소외된 곳입니다. 아마  
루세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110가구 정도가 이곳저
곳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학교를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2학년까지 만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학교를 운영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인데 현재 3학
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4학년으로 올라가는데 교실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국립 학교를 다니다 보니 수녀가 가르치는 기도를 암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나 아기 산토 니뇨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
속적으로 여기서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14년 가르쳤지만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를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 귀한 어린 영혼들, 주일 한 번의 
잠깐 가르침에 아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학교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야 내년에 4학년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학년을 다른 학교로 보내
야 하는 실정입니다.

학교가 완성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9. 9. 7  필리핀에서 이정희선교사 드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 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 15분전

기  도 박정휘 안수집사 기  도 정정덕 권사

찬  송 187장 찬  송 298장

성경봉독 잠 31:10~12 성경봉독 요일 2:3~6

시온찬양대 고난 중에 찬양하리 셀라찬양대 진실하신 친구

설  교 행복한 가정 현숙한 여인 설  교 온전한 성도 

주일 1부 박규천 장로

주일 2부 권병문 장로

주일 3부 박예림 청년

주일찬양 김현주 집사

(7-8여전도회헌신예배)

수요저녁 서순남 권사
�

서영진 목사 이진수 목사 (삼령교회 담임)

찬  송 559장 찬  송 203장

광  고 인도자 광  고 인도자

축  도 성남용 목사 주기도문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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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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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설 김무섭 이승현2 이막례 변미선 박슬아

2부∣ 김옥빈 안영철 김종완 김금희 서순남 정영자 신예희 김종빈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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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요 8:21~30)

�

존엄한 삶처럼,� 존엄한 죽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모두 죽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왜 죽을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죽을지는 알 수 있다.� 우리는 주안

에서 죽든지,� 주 밖에서 죽는다.� 주안에서 죽어야 복되다(계14:13).�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21-22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천국을

의심하지 않았다(시49:15,� 욥19:25-26).� 스스로 의롭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

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롬3:23),� 그들도 죄 가운데서 죽는다(21절).� 이

죄는 단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죄다.� 비슷한 문장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의 죄는 복수다(24절).� 죄(21절)가� 죄들(24절)의 짐을 짊

어지고 죽게 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복수)를 담당하셨다(벧전2:24).�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후5:21).�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가운데

서 죽지 않게 하셨다(24절).� 이런 믿음이 천국가게 한다(요14:6).� 영원을 다

르게 하고,�영원을 소망하게 한다(딤후4:7-8).�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고 하셨다(23절).� 위에서 오

신 예수님과는 소속이 다르다.� 사람들은 원죄 때문에 영이 죽어있다(엡2:1).�

내버려 두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탄 때문에(고후4:4),� 육신의 정욕,� 안목

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살다가(요일2:16),�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영원한 죽음의 세계(지옥)에 있게 된다.� 어떤 아름다움이나 기쁨도 없는 단절

과 외로움의 세계다.� 자기 의가 만든 증오심이 가득한 곳이다.�예수님은 십자

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셨다(요3:3).� 중생하게 하셨다(딛3:5).� 하

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엡2:6).� 영생의 세계(천국)를 주셨다(요5:25,�

11:26).�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신 구원이다(엡1:4-5).� 예수님

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요5:19,� 14:10),�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

하셨다(29절).� 그 말씀만 전하셨다(26,� 28절,� 12:50절).� 성령님은 구원이 이

뤄지게 하신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거룩한 한 팀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과 한 팀이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롬8:18),�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히11:38).� 주 밖에서 죽으면,� 후회할 것이다(마13:42).�

주 안에서 자다가 깰 때를 생각하며 살자.� -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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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추감사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묵 도 다함께

*찬 송 7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찬 송 322장 경배와 찬양

기 도 1부 정윤석 장로  2부 김영석 장로 장진희 청년

성경봉독 시 36:1~7 시 36:1~7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오 영원히 주를 찬양   호산나찬양대
2부 내 구주 예수를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면 산다설 교 하나님을 찬양하면 산다

찬 송 316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찬 송 310장 환영&광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 목사

19-19.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
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4:15~16)

             
19-19.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grow to 

become in every respect the mature body of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From him the whole body, joined and held 

together by every supporting ligament, grows and builds itself 

up in love, as each part does its work. (Ephesians 4:15-16 N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