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주일 오전 10:20∣2층 새가족실

   ❁ 온라인헌금 안내 문의∣사무실

국민 772-01-0019-455 대한예수교장로회삼광교회

송금자명∣성명, 헌금종류기재 예)홍길동십일조

  ü스마트폰(검색)∣디지털헌금바구니   
     아이폰(검색)∣헌금바구니 

                              

〈초등부 헌신예배〉
                    ※유튜브 검색어: 사당 삼광교회  

  
  1. 맥추감사주일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 초등부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중등부(7/10) 고등부(7/17)

  3. 주일예배 실황 다시보기 안내  2부예배 실황 풀영상은 당일 오후 4시에 [다시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찬양&수요예배 설교영상은 익일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관소식〉  
    1. 기관장회의  오늘 찬양예배 후, 교육위원회▸믿음실(B1)                          

                                 교구위원회(전도기관)▸본당(2F)

    2. 여름행사 일정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바랍니다.

               영아부(6/26, 7/3, 10) 유치부(7/1~3) 유년부(7/23~24) 초등부(7/29~31)

              중등부(7/21~23 안산 대부도) 고등부(7/28~30 인천 영흥도) 

               청년회(8/13~15 안산 대부도)   
             �

 ❁교직원 휴가 (7/4~8)안인숙 (7/11~15)이성욱 (8/1~5)최혜정 (8/8~12)권영진 (8/15~19)김 진 (8/22~26)권호석  
 

    선교지에서 온 기도편지 �

다레살렘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눔사역  지난 1월에 키밤바교회 교인들과 이웃들, 제게레니 교회의 교인들과 주변 사람
들에게 옥수수 가루를 나누었습니다. 10월경에는 둔다니 마을에 옥수수 가루를 나누어 주
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눔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공부 사역  둔다니(Dundani)마을에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비시가
(Visiga)라는 지역에서는 목회자 반과 평신도 반으로 나누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
부하면서 성도들과 목회자들 모두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을 삶에 적
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빈신학교 강의 사역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충성된 
주의 일군이며, 교회와 교인들을 잘 섬기는 좋은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둔다니 희망유치원 사역   이번 텀에는 유치원 주변에 경계 담을 치는 공사를 일부분 마무
리했습니다. 현재 유치원 교실을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실이 완성되면 아이들을 
연령별로 나누어서 두 반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건축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거주 허가증 신청   기존 법안이 개정되었지만, 비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
니다. 이번 8월에 저희는 노동/거주 비자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7월에 연장 신청을 하는데, 
노동/거주 비자가 잘 발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들과 교회에 깊은 감사의 마
음을 전하며, Mungu akubariki sana!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2022년 6월 24일 탄자니아에서 한용승, 박숙경 선교사 드림

예배인도 부장 권병인 안수집사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15분전

기  도 6학년 김하준 학생 기  도 박숙자 권사

찬  송 96장 찬  송 80장

성경봉독 요 1:1-4 성경봉독 빌 4:4-7

특  송 초등부 셀라찬양대 오 나의 주 하나님

설  교 다 주의 것 설  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 �

주일 1부 김광회 장로

주일 2부 정광영 장로

주일 3부 이예본 청년

찬양예배 정아현 학생

(중등부헌신예배)

수요예배 이정희 권사

서정호 목사 성남용 목사

찬  송 213장 찬  송 361장

봉  헌 다함께 광  고 인도자

광고&축도 성남용 목사 주기도문 다함께

장*순장공부(예배 후)

 

부목사 김 진 이성욱 권호석 
협동목사 이재서 노바울
교육목사 서정호 서영진
전도사 안인숙 교육전도사 염명희
부설 삼광어린이집(원장) 김정희

파송선교사 이계혁 (방글라데시) 

         한용승 (탄자니아)   

         이정희 (필리핀)

시무장로 김익언 김성식 김대영 김영석 신동현 
        정윤석김종식여찬수김옥빈 정광영
        김광회 오형윤최정수 김재용  

원로장로  김동민 박규천안병원장사인
        박수만홍강일

은퇴장로  정선모전정수최경환신흥식라양근
        최윤학김정효권병문

찬양대지휘 박기동(찬양사) 안성혁 박경애장지슬
오르간 이경미1 김수영   
피아노 안성진 차은경 김현주1
영상 채희진 황영민

(월-금)오전 5:00
(토)  오전 6:30

(주일) *개인기도
     오전 4:40

인도 성남용 목사

      (이성욱 목사)

장소 2층 본당

   금요일

 시간 오후 8:50

 인도 서영진 목사

 장소 2층 본당

봉헌위원 1부∣  이상설 김정남 오양균 채복자 이막례 김경희2 박미숙 김현주1

2부∣ 허태성 김상석 오인섭 최은주 김경희3 김혜진 김종빈 강정순 박미희

3부∣이동민 이예본 오민식 박채린

안내위원 1부∣  김종현 심미순 전은경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전인수 김여환 김연화 정해숙 심미숙 이영순2 박앵숙 이근옥

3부∣박예림 정채민

새 가 족 1-2부∣안영희  3부∣박예림 최영찬

차량운행 김재용(총무) 정태봉 강태웅 고대욱

주차위원 전인수(총무) 김종식 김옥빈 정광영 최정수 최석채 안창문 권영진



 

감사의 노래
시 100:1-5

맥추 감사절은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다(출23:16).� 보릿고개 절기이니,� 항상

감사하라는 명령이다.� 사람을 측정하는 지수들이 있다.� 지능지수(IQ),� 감성지수

(EQ),� 사회성 지수(SQ),� 행복지수(HQ),� 영성지수(SQ)� 등이다.� 감사 지수

(Gratitude� Quotient)도 있다.�감사 지수가 낮으면 주의해야 한다(딤후3:1-2).�

천국은 감사와 기쁨의 나라다(골2:6-7).� 하나님을 알면 감사할 수 있다.� 그래

서 이 시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1-3절).� 시인은 온 땅을 기쁨의 예배 자리로 초청한다.� 온 땅을 초대한 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며(출3:14),�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특별히 성도들

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처럼 지으심을 받았다(엡2:10).� 십자가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요10:11,15).� 하나님을 알면(시46:10),� 감사로 목자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시23:1-6).�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예배가 최고의 감사 예배다(눅

7:37-38).�예수님은 그녀의 감사하는 믿음을 기뻐하셨다(눅7:47,50).�

선하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5절).� 하나님은 선하시다(시34:8).� 평생

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실 것이다(시23:6).� 선함은 남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버려,�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선하시다(요

15:13,� 10:11).� 십자가로 우리를 부활과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다(요

10:17-18).�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가페 사랑

이다(눅15:3-7).� 이런 사랑에 대한 믿음이 감사하게 한다.� 믿음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신7:9).� 변치도 않으신다(삼상15:29).�

영원토록 동일하시다(히13:8).� 신실하시다(살전5:24).�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

하실 것이다(히13:20-21).�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4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

한다(마16:16-17).� 예수님 재림 날에도 둘로 나뉠 것이다.� 생명 아니면 심판

의 부활로(요5:29),� 천국 잔치 아니면 심판대 앞에 있게 된다(계19:7-9,� 계

20:11-15).�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송축하자.� 감사하는 곳이 천국이다.� �

기도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로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골4:2).�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 -鏞-

                   제51권 27호/ 2022년 07월 03일

       〈맥추감사주일〉   
             실시간 온라인예배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2부예배)                    

 사도신경묵 도 다함께

*찬 송 3장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67장

기 도  1부 김옥빈 장로  2부 여찬수 장로 여송이 청년

성경봉독 전 3:11-14       전3:11-14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호산나찬양대 
2부 감사 찬송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설 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찬 송 373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봉 헌

*찬 송 304장 환영&광고

*축 도 인도자  권호석 목사

   
   22-14.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욘 2:9)

              

                22-14. But I, with a song of thanksgiving, will sacrifice  

                   to you. What I have vowed I will make good.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Jonah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