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F)

       *단기선교 보고      
          1. 단기선교 보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습니다(필리핀, 보나콤).

  2.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8/25)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후보(임직순)_21명
전승철(61세) 정광영(62세) 최정수(61세) 류승완(58세) 유연철(65세) 김종식(59세)
여찬수(58세) 김옥빈(51세) 박홍덕(65세) 노재경(55세) 최석채(68세) 이상설(68세)
전인수(61세) 최병남(64세) 김광회(50세) 오형윤(50세) 이인희(69세) 조성태(51세)  
김규철(51세) 김종선(68세) 김영식(49세)  

∎신임 안수집사_(○, ×)  
권병인(50세)

∎안수집사 후보(생년월일순)_16명
강신달(64세) 안영철(64세) 안경회(64세) 백형범(58세) 양우종(51세) 차영준(48세)
조철구(48세) 정 철(45세) 허태성(45세) 박영호(45세) 정재춘(44세) 신동길(43세) 
박상운(42세) 김종완(40세) 윤현진(40세) 이승현②(40세) 

∎권사 후보(생년월일순)_47명
윤정숙(68세) 정영자(67세) 박예숙(63세) 이연하(63세) 김경희②(63세) 여순실(63세)
김효경(62세) 박해숙(61세) 김경희③(61세) 신순희(61세) 김종빈(61세) 서영희(61세) 
윤정임(61세) 송옥순(60세) 전금숙(60세) 김진숙(60세) 정해숙(59세) 이명희(58세)
서경숙(58세) 김연화(57세) 장일례(56세) 신예희(56세) 이영순②(56세) 이근옥(56세) 
박미희(55세) 정숙자(55세) 이정희(55세) 임신란(55세) 이애경(55세) 이광은(54세)
노선이(54세) 서명숙(54세) 박숙자(53세) 김현미(53세) 심미숙(52세) 변경자(50세) 
정옥경(50세) 윤현숙(50세) 강정순(50세) 박은희①(49세) 정종순(48세) 김지현①(48세) 
나미진(46세) 나윤주(46세) 김현주①(45세) 김현희(45세) 박명주(45세)

   3. 국외 [일본] 단기선교  ∎기간∣8/26(월)~30(금) ‣ 사역지∣일본 오사카교회 정연원목사 

 4. 40기 성경대학 모집(9/1~11/10, 10주) 주일 오후 4시, 신청∣사무실 (등록비_2만원)

∎내가 다니는 장로교를 알자∣이성욱 목사 ∎사춘기 자녀와 부모코칭∣노바울 목사
∎기독론: 예수를 알자∣서정호 목사     ∎행복한 가정의 내비게이션∣서영진 목사
∎이단을 알면 빠지지 않는다∣김보광 강도사 (평일 / 화요반) 

    〈기관소식〉     
1. 여전도회 산상기도회(8/19~21)  안양 갈멜산기도원 ‣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출발) 

    2. 가을학기 9월 개강안내  경로대학(9/3) ․ 아기학교(9/5) ․ 사랑학교(9/7)
                            * 전도활동∣70인전도단(9/4) ․ 빌립전도단&토요전도단(9/7)

   
  새가족 등록을 환영합니다!  
  〈교우소식〉        

027 송광석(2청년) 스스로 028 이가영(2청년) 스스로

입 원 [2교구] 김춘심 권찰 (더본병원 405호)

소 천 [파송선교사] 8/15 김의정(박연화)선교사 모친  
[2교구] 8/15 허  진(이용자)집사 모친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기도바랍니다.

결 혼 [2청년회] 김서륭 형제&국자희 자매  일시∣8월 24일 (토) 오후 2시 30분
        장소∣신도림테크노마트 8층웨딩시티아모르홀 (1,2호선신도림역3번출구)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 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 15분전

기  도 김종현 안수집사 기  도 박성희 권사

찬  송 434장 찬  송 350장

성경봉독 삿 1:17~21 성경봉독 딤전 4:11~14

시온찬양대 우리는 외치리 셀라찬양대 내 새 계명을

설  교 인생의 보고서 설  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일 1부 김익언 장로

주일 2부 박규천 장로

주일 3부 서예지 청년

주일찬양 김남주 안수집사

수요저녁 남미행 권사
�

노바울 목사 이성욱 목사

찬  송 353장 찬  송 353장

선교보고 [필리핀] 박예림, 류하영 청년 광  고 인도자

[보나콤] 박석규 집사 주기도문 다함께

광고&축도 성남용 목사 *순장공부(예배 후)

  

주, 월~금

(토)오전 6:30

 시간 오전 5:00
 인도 성남용 목사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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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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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예수님과 그 나라를 알 수 있을까?
(요 7:1~7)

�

초막절이 가까웠다(2절).� 오병이어 기적이 유월절에 있었으니(6:4),� 약 6개월

이 지났다.� 공관복음서에는 이 기간의 기록이 있다(막7:24-8:9,� 마17:1-8).�

그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만 머물러 계셨었다.� 유대인들의 적대감 때문

이었다(1절).� 그들은 부림절 때(8개월 전)� 부터 예수를 죽이려 했었다(5:1,�

18).� 동생들은 예수님께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라고 했다(3-4절).� 예수님과 함

께 살았고,� 많은 기적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

다.� 따라서 그들의 때와 다른 예수님의 때(카이로스)도 알 수 없었다(6절).�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5절).� 예수님은 다음 유월

절까지 기다리셔야 했다.�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다(1:29).� 그런데 예수

님의 부활 후,� 최소한 두 형제(야고보와 유다)는 제자가 되었다(약1:1,� 유

1:1).� 부활의 주를 만났고,� 주를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살전4:16,� 계1:7,� 마24:41-42).� 믿음이 오실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10절).�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

를 많이 했다.�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

만 차츰 두려워하며 말하려 하지 않았다(13절).� 침묵의 나선 이론에 따라 나

쁜 여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의 가르침보다 낫다고 하면서도(마7:29),�

어려워했다.� 예수님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셨다(16-17

절).� 그들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무지를 책망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니,� 당신이 의롭다 하셨다(18절).� 그

러면서 율법의 이름으로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을 꾸짖으셨다(19절).� 그들이

귀신들렸다며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은 할례를 말씀하셨다(22절).� 유대인

들은 안식일이라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는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명령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사람도 고칠 수 있다(23절).� 예수님은 공

의롭게 판단하라 하셨다(2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긍휼과 사랑

의 의다.�공의를 알아야,�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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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추감사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묵 도 다함께

*찬 송 6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찬 송 272장 경배와 찬양

기 도 1부 권병문 장로  2부 정윤석 장로 유명국 청년

성경봉독 시 32:1~7 시 32:1~7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찬양대
2부 천국 향해 노 저어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용서받은 
사람의 복 설 교 용서받은 사람의 복 

찬 송 254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찬 송 268장 환영&광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 목사

19-17.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
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
는 이시니이다 (시86:17) 

             
19-17. Give me a sign of your goodness, that my enemies 

may see it and be put to shame, for you, LORD, have helped 

me and comforted me. (Psalm 86:17 N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