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F)

       *국내단기선교 파송예배      

<국내단기선교(보나콤) 기도제목>

올해 국내단기선교는 경북 의성 & 충북 보은 보나콤 공동체와 농촌 미자립

교회 2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경북 의성 보나콤 공동체에서 건축사역과 공

동체 농장 사역을 주로 하게 됩니다. 농촌 미자립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1.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국내단기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2. 보나콤 공동체와 미자립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3. 3박 4일의 기간 동안 참여하는 20명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4. 모든 일정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5. 국내단기선교 사역을 더욱 힘차게 감당하는 우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1. 제15회 국내 단기선교 파송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기간∣8/5(월)~8(목) ‣ 사역지∣경북의성 보나콤

  2. 2청년회 헌신예배(8/11)  주일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3. 국외 [필리핀] 단기선교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4. 국외 [일본] 단기선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간∣8/26(월)~30(금) ‣ 사역지∣일본 오사카교회 정연원목사

 5. 정기당회(8/12)  월요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기관소식〉     

1. 기관장회의  오늘 찬양예배 후, 교육위원회▸5층 3교육관

                         교구위원회(전도기관)▸지하 믿음실

2. 1, 2청년회 연합수련회(8/15~17)  충남부여 장월교회 ‣ 목요일 오전 11시 (교회출발)

   
*교직원휴가∣ 8/5~9� 김보광 안인숙 8/12~16� 김 진 권영진

   
   〈교우소식〉        입 원 [1교구] 이상용집사(보라매병원 행복관 7203호)

득 남 [2교구] 7/31 노현우(천혜진)집사 가정          

예배인도 위원장 김익언 장로 예배인도 이성욱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 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 15분전

기  도 총무/이상설 안수집사 기  도 김영순2 권사

찬  송 497장 찬  송 397장

성경봉독 고전 1:18~25 성경봉독 삿 1:1~10

셀라찬양대 오직 주님만시온찬양대 기 대

특  송 단기선교팀 설  교 신앙의 홀로서기

주일 1부 김영석 장로

주일 2부 신동현 장로

주일 3부 이하은 청년

주일찬양 김지혜 청년

(2청년회 헌신예배)

수요저녁 나선자 권사
�

설  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노바울 목사

김  진 목사 찬  송 545장

찬  송 49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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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수 오형윤 김정남 채복자 윤정임 김경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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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감지연 김회광 박의진 서예지

안내위원 1부∣  정광영 정종순 문귀자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최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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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원을 살게 할 생명을 주시는 예수
(요 6:41~51)

�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들은 ‘저 사

람의 부모를 안다’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 했다(42절).�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나에게 나올 수 있다’고 하셨다(44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예수님은 1)�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셨다.� 2)�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려 하셨다.� 3)� 삼위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계심을 알게 하려 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지혜와 의로

움,� 거룩과 구원이 되셨다(고전1:30).�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나게 하신다(14:26).� 가르치셔서,� 주께 나오게 하신다(45절).� 마음을 열

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눅24:45).� 하늘 아버지를 보게 하신다(46절).� 영생

하게 하는 믿음을 주신다(47절).�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이시다.� �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 육적인 생명(프쉬케)과 죄의 삯으로 죽었던(롬6:23)�

영적인 생명(조에)이 있다.� 예수님 안에 ‘조에’가� 있다(1:4).� 그래서 예수님만

이 ‘조에’를 주실 수 있다(엡2:1).�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에’를 얻는다

(5:24).�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50절).� 영생이다(롬6:23).� 생명(프쉬케)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조에)을 잃지만,� 미워하면 조에를 얻게 된다(12:25).�

프쉬케보다 조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조에를 가진 사람

은 새로운 프쉬케를 얻는다(고전15:53).�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경배하고 싶은

몸이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

면 너희 속에 ‘조에’가� 없다(53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마지

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54-55절).�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고전1:18).�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56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15:5).�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영생을

누린다(58절).� 운동과 좋은 음식으로 프쉬케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와 섬김으로 영원한 생명(조에)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조에’는 건강하신가?� � -鏞-

                   제48권 31호 / 2019년 8월 4일

        〈맥추감사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묵 도 다함께

*찬 송 6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찬 송 45장 경배와 찬양

기 도 1부 김정효 장로  2부 김대영 장로 김지수 청년

성경봉독 시 30:1~5 시 30:1~5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참 좋으신 주님     호산나찬양대
2부 예수는 반석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설 교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찬 송 338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찬 송 360장 환영&광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 목사

19-16.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
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일 4:10)

             
19-16.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1John 4:10 N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