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F)

          *선교위원회헌신예배      
 

  1. 12월 행사안내  22일(주) 성탄축하 칸타타∣찬양예배

                       24일(화) 성탄축하 발표회∣오후7시

                       25일(수) 성탄절∣예배(1-2부)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

                       29일(주) 제46회 졸업예배∣찬양예배

                       31일(화) 송구영신예배∣성찬식

   2. 한국선교KMQ∣2019 겨울호(72호)  특집_난민 신학과 교회의 역할/로힝야족, 이라크 

                    난민사역 / 유럽의 난민과 정책 *구입∣사무실

    3. 2020 교회조직 교회를 섬기실 일꾼을 임명합니다.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층 게시판참조)

                〈기관소식〉   
    1. 12월의 듣는 편지∣고마워, 청년다움(12/29)  찬양과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청년회와 

          고등부3학년, 신혼부부들과의 친목도모&장기결석자들을 초청하여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시∣12/29(주) 오후5시  ∎장소∣5층 중고등부실  ∎주관∣청년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우소식〉  

 

   

          선교지에서 온 기도편지 �

 지난 11개월 동안 베푸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동역자의 물심양면 기도 후원에 감사드리며,
 2019년 12월 기도제목을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1. 저희는 1993년 10월 31일,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리고, 선교지로 출발한지 만 26년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2. 금년에 감당해야 할 선교사역 중에, 깜폿의 <에스라 훈련센터> 건축이 있습니다.
  후원하는 AGC선교회(대표 서반석장로)에 은혜주셔서, 12월 중에 건축공사를 시작하도록,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울 수 있는 일꾼과 모든 절차가 순조로이 진행되도록 기도해주세요.

3. <품둥국제학교>를 지난 1년 간, 후원하던 곳으로부터 후원 중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여신 사역을 본국의 후원 부족으로 인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주세요.

4.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 기념관> 건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내년 프로젝트이며, 현재 설계도  
  완성, 등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건축공사 시작과 기공예배를 위해 총공사비의  
  1/3 이상 확보되도록 기도해주세요.

5. 장 선교사는 현장 선교와 함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연구교수 사역을 겸하면서 일정    
  금액의 선교비를 학교에서 받았는데, 이 후원이 금년 12월로 종료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후원/협력교회를 통해, 사역이 지속적으로 감당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2019년 11월 27일 주님께서 보내신 땅, 캄보디아에서 장완익/변옥선 선교사 드림

069 강상훈(4남전) 강지연 070 유영경(2청년) 신예희
071 오영태(2청년) 신예희 072 용예송(1청년) 스스로

입 원 [1교구] 김향란권사(학동역 메드렉스병원 608호)

소 천 [2교구] 12/13 이성근성도(박선경집사) 부친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기도바랍니다.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예배인도 김  진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 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 15분전

기  도 박홍덕 안수집사 기  도 이영순2 권사

찬  송 125장 찬  송 120장

성경봉독 마 1:18~25 성경봉독 눅 1:26~38

시온찬양대 노래하세 크리스마스 셀라찬양대 왕의 왕

설  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날 때 설  교 말씀하신대로 이루신다

주일 1부 김영석 장로

주일 2부 정윤석 장로

주일 3부 김지수 청년

주일찬양 노재경 안수집사

수요저녁 이연하 권사
�

노바울 목사 김  진 목사

찬  송 126장 찬  송 9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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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광 목사)
 장소 믿음실(B1)

금요일

 시간 오후 9:00

 인도 서영진 목사

 장소 본당(2F)

부목사� � 김 진� 이성욱 김보광
협동목사� 이재서 노바울
교육목사� 서정호 김일동 서영진
전도사� � 안인숙�김정희 (어린이집원장)
교육전도사� 이미래
파송선교사� 이계혁 (방글라데시)�
� � � � � � � � � 한용승 (탄자니아)� � � � � �
� � � � � � � � � 김의정 (인도네시아)�
� � � � � � � � � 이정희 (필리핀)
시무장로� 김익언 김성식 김정효 김대영
� � � � � � � � 김영석 신동현 권병문 정윤석
� � � � � � � � 김종식 전승철
원로장로��김동민 박규천 안병원 장사인
� � � � � � � � 박수만 홍강일
은퇴장로��정선모 전정수 최경환 신흥식
� � � � � � � � 라양근 최윤학
찬양대지휘� 안성혁 김지현1�장지슬 박경애
오르간� 이경미1김수영 �
피아노� 안성진선준희김신혜김현주1차은경
영상/음향� 채희진 황영민
� �

 

 

봉헌위원 1부∣  이상설 오형윤 김정남 채복자 김경희2 윤정임

2부∣ 김옥빈 안경회 김종완 최은주 박해숙 김경희3 신순희 김미현 정해숙

3부∣감지연 김회광 박의진 서예지

안내위원 1부∣  전인수 정종순 문귀자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최병남 김현주1 박성희 이범자 이영순2 박앵숙 이근옥

3부∣ 박성범 장지슬 

새 가 족 1 ․ 2부∣안영희  3부∣박의진

차량운행 류승완(총무) 김영석 정태봉 고대욱 

주차위원 전인수(총무) 정광영 이상설 김종선 안창문 권영진



향내가 가득한 집
요 12:1~11

�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셨다(마26:6).� 마르다의

세 남매도 그곳에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

다.� 마르다는 자기 집도 아닌데,� 부엌 일을 거들었다.� 그녀는 섬길 기회를 놓

치지 않았다.� 향내 나는 섬김이다.� 마르다처럼,� 향내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주

변에 많다.� 이렇게 향기를 발하며 살면 행복해진다.�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 옆자리를 사모하는 은혜가 그의

존재를 향내 나게 했다.� 그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산증인이었고,� 움직이

는 전도자였다.� 그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알 수 있다.�향유와 헌신이 뿜어내는 향내가 사방에 가득했다.� 그녀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닮았다(엡5:2).� 모두

가�그 집을 향내가 가득한 집이 되게 했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낭비했다며 분노했다.� 그의 정의감과 긍휼

의 마음이 감동적일 정도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분노했다(마26:8).�

정의감이 유다를 분노하게 한 것 같지만,� 사도 요한은 그가 도둑이기 때문이

라고 했다(6절).� 남들을 정죄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했던 유다는 결국

배신자가 되었다.� 후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죄인들

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흘리신

보혈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다.� 진한 향내가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온다.� 마

리아는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마26:12),�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

다.�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녀의 일도 전파

하라 하셨다(마26:13).� 당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1)� 호기

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의미 있는 일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2)�

유다와 함께 분노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거나 대적했다.� 3)� 헌신하며

희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향내 나는 일에 참여했다.� 예수님

은 엿새 후에 십자가를 지셨다.� 기회는 금세 지나간다.� 지금 향내 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鏞-

                   제48권 50호 / 2019년 12월 15일

         〈선교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묵 도 다함께

*찬 송 4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찬 송 31장 경배와 찬양
기 도 1부 김정효 장로  2부 신동현 장로 서예지 청년

성경봉독 시 49:1~10 시 49:1~10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호산나찬양대
2부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설 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찬 송 314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찬 송 331장 환영&광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 목사

19-25.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
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
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19-25.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Isaiah 9:6 N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