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F)

      *7-8여전도회 헌신예배      

 

   1. 7-8여전도회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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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특별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태신자 작정(10/6)

              작정하고, 기록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 119 기도회 (10/8~11/14), 새가족 초청주일 (11/17)

   4. 한국선교KMQ∣2019 가을호(71호)  특집_바람직한 선교지 재산권 권리와 이양을 위한

                                       정책과 사례연구  구입∣사무실
      〈기관소식〉      

     1. 독서교실 개강(9/27)  금요일 오후 3시~4시, 지하 찬양대실  ■문의∣윤경례2집사       
    

         〈교우소식〉

 
  � 선교지에서 온 기도편지 �

안녕하십니까? 지난 20여 년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삼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와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똥꼬 지역은 산 속에 11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외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초등학교 어린이 1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베일러 학교를 운영
하기 전에는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 산을 빠져나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를 건너 20~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먼 거리를 
다니다 보니 크고 작은 교통사고 뿐 아니라, 잘 먹지도 못하는 건강상의 문제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를 가지 않는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기도만 하고 있었
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학교를 방문하신 미국계 한국인 한 분이 이곳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보시고 학교를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운영해 오다가 약 200평 정도의 학교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교 건축은 기초 공사를 거의 완공했고, 1층 담벽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재정 후원이 어렵게 되어 공사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공사비
(6,000만원)가 예상됩니다. 

베일러 학교는 학생들의 학비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도와주
고 있어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하보다도 귀한 어린 영혼
들을 위하여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5일  필리핀에서 이정희 선교사 올림

 

입 원 [1교구] 오일선 은퇴협동권사 (중대병원 중앙관 15층 8호)
[2청년회] 안성진 자매 (금강아산병원 203호)

내가 전도를 선택하고 전도하기로 작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는 것은 전도의 시작입니다.

예배인도 7여전 회장 정종순 집사 예배인도 김  진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 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 15분전

기  도 8여전 회장/김현주1집사 기  도 서순남 권사

찬  송 68장 찬  송 83장

성경봉독 요 6:32~35 성경봉독 룻 4:13~17

헵시바찬양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셀라찬양대 먼동 튼다 일어나라

특  송 7-8여전도회 설  교 기업 무를 자, 예수

주일 1부 김성식 장로

주일 2부 김익언 장로

주일 3부 이은종 청년

주일찬양 김규철 안수집사

수요저녁 옥순임 권사
�

설  교 떡이 필요한 세상 서정호 목사

이성욱 목사 찬  송 88장

찬  송 36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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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광 강도사)
 장소 믿음실(B1)

금요일

 시간 오후 9:00

 인도 김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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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요 8:31~38)

�

16-19세기에 세계적으로 노예무역이 성행했었다.� 아프리카 출신 노예 1,500

만 명 정도가 시장에서 팔렸다.� 과정 중에 5/6가� 죽었으므로,� 대략 6,500만

명이 잡혔다.� 영국에서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법이,� 1833년에 노예해방법

이 통과되었다.� 자발적인 경제적 학살이라 할 만한 법이었지만,� 믿음의 사람

들이 이끌어냈다.� 미국에서도 1865년에 노예해방법이 통과되었다.� 자유는 어

떤 것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그런데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1)� 믿음으로부터 자유인의 삶이 시작된다

(30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롬10:13-15).� 2)� 말씀에 거

하게 해야 한다(31절).� 거듭나게 하고(벧전1:23,� 요3:5),� 달콤한(시119:103),�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다(시1:2).� 3)� 진리를 알아야 한다(32a절).�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보배처럼 찾아야 한다(잠2:1-5).� 그러면 4)�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32b절).�자유인이 되게 하는 진리를 아는 게 복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했다(33절).�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정치 군사적 지배를 부인한 게 아니다.� 종교적 의미

의 자유다.� 그들은 제사장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출19:6).� 아무도 자

신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없다는 자만심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유다.� 예수님은 그들을 죄의 종이라 하셨다(34절).�

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다(렘13:23).�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롬3:23).� 의지적으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35절).� 하지만 아들이 자

유롭게 하면(36절),� 자유인이 된다(고후3:17).� 예수님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

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38절).� 받고 있는 영향력에 관한 설명이다.� 그

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44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47절).� 그

래서 말씀을 듣지 못했고,�제자나 자유인이 되지 못했다.� 도리어 예수를 죽이

려 했다(40절).� 조롱하며 대적했다(41절).�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신다(10:10).� 마귀는 진리를 믿지 못

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믿게 하신다(45절).�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 -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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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추감사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묵 도 다함께

*찬 송 7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찬 송 35장 경배와 찬양

기 도 1부 박규천 장로  2부 권병문 장로 박예림 청년

성경봉독 시 37:1~9  시 37:1~9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주를 찬양하리라      호산나찬양대
2부 우리 모두 주 찬양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설 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찬 송 430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찬 송 43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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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