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F)

       *중등부 헌신예배      
            1. 중등부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 고등부 헌신예배(7/21)

    2. 국외 단기선교  ∎필리핀 7/29(월)~8/3(토)  ∎일본 8/26(월)~30(금) 

                    ∎파송예배(7/28)

  3. 필리핀 단기선교 지원물품 모집  기간∣7/7~24  접수∣사무실  

 ∎노트북(사용가능 수준) ∎캐리어(20~24인치, 이민가방 제외)

   4. 국내 단기선교  ∎경북의성 보나콤 8/5(월)~8(목)  ∎ 파송예배(8/4) 

 5. 한국선교 KMQ∣2019여름호(70호)  특집∣선교와 돈  구입∣사무실

    〈기관소식〉     

1. 여름행사 일정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바랍니다.

유년부 7/26~28   초등부 7/25~27  

중등부 7/25~27 (경기안산 바닷가힐링캠프)  

고등부 7/25~27 (강원홍천 한서교회)  

1, 2청년회 8/15~17 (충남부여 장월교회)

        
       〈교우소식〉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아가

그리스도예수를전하는 
삼광교회 
되게 하소서

입 원 [1교구] 이석환집사(서울성모병원 19층 111호)

[2교구] 최문수성도(중대병원 다정관 3401호)

소 천 [1교구] 7/12 송옥순집사 시모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기도바랍니다.

예배인도 부장 김재용안수집사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 30분전 (중등부 찬양팀) 경배와찬양 예배 15분전

기  도 회장/김예찬 학생 기  도 안영희 권사

찬  송 347장 찬  송 383장

성경봉독 시 139:7~17 성경봉독 마 16:13~18 

부부찬양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셀라찬양대 길 만들라!

설  교 예수님왜가이사랴빌립보에가셨을까?특  송 중등부

주일 1부 박규천 장로

주일 2부 김익언 장로

주일 3부 김대용 청년

주일찬양 이예본 학생

(고등부헌신예배)

수요저녁 이정선1권사

설  교 ○○○는 보물이다! 강성철 선교사 (브라질)

서영진 목사 찬  송 384장

찬  송 35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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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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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2 변미선

2부∣ 여찬수 장권수 김종완 김금희 김경희3 송옥순 신예희 김종빈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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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 바구니를 거두게 하시는 예수님
(요 6:1~13)

�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

라를 오해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그날도 예수님은 그렇게 산 위로 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막6:34).� 예수님의 공의이며 사랑이다.� 세상에는 결핍이 많다(사53:4-5).�

낙원이 아니다.� 원죄 때문이다(창3:18).� 하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낙원에 산

다면,� 더 큰 문제가 따른다.� 멋진 신세계(헉슬리)처럼 삶이 권태로워진다.� 악

이 왕성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낙원에서 쫓아내셨다.� 땀 흘려 일하

게 하셔서,� 삶의 결핍과 권태를 극복하게 하셨다(창3:19,23-24).� 땀 흘림 없

이 부족한 게 없으면,� 방탕하게 된다.� 삶에 감동이 없어진다.� 은혜와 감사를

모르게 된다.�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위대한 창작가들은 대부분 고통과

싸우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창조성과 고통은 연관이 있다(샌드블롬).� 우

리도 결핍과 싸우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죄인들에게 결핍은 복

이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막6:35).�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

해서,� 빌립에게 물으셨다.�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빌립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한 아

이를 데리고 왔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였다.� 계산

이 전혀 없다.� 그저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대했다.� 이런 믿음

이 기적을 일으키는 순전한 믿음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셨다.�

장정만 5천 명 정도였다.� 예수님은 먼저 그 작은 것들에 감사하셨다.� 감사로

기적의 문을 여신 것이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다.� 사람들이 원하

는 대로 주셨다.� 기적이 일어났다.�기적은 떡을 떼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안에

서 일어났다(막6:41).� 예수님의 명에 따라 남은 것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였

다.� 제자들이 열두 명이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면,� 이

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 하며

(신18:15),�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홀로 산으로 피하셨

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적을 누리는 군중이 아닌,�기적을 만드는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 -鏞-

                   제48권 28호 / 2019년 7월 14일

        〈맥추감사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묵 도 다함께

*찬 송 5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찬 송 67장 경배와 찬양

기 도 1부 정윤석장로  2부 권병문 장로 감지연 청년

성경봉독 시 27:1~6 시 27:1~6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속죄하신 구세주를     호산나찬양대
2부 주만 믿고 가리라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설 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

찬 송 하나님이시여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찬 송 310장 환영&광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 목사

19-14.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23) 

             

19-14. Those who sacrifice thank offerings honor me, and to

the blameless I will show my salvation. (Psalm 50:23 N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