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층)

※유튜브 검색어: 사당 삼광교회

     1. 예배안내  교회 방역수칙 준수 및 예배시간 전후마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들께서는 교회 출입시 체온측정과 손소독제, 교인증 QR코드를 사용해 주시고,  

           가급적 현장에서 예배함으로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 디지털 헌금 바구니 안내  온라인헌금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헌금

           바구니(KB국민은행)를 시작합니다. 디지털 헌금 바구니 이용방법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이용자 검색어 : 헌금바구니)  *문의_사무실  

     

    선교지에서 온 기도편지 � �  �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항상 저를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삼광교회 성도님에
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봄은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매일 새롭게 된다는 말씀에 따라 
동역자 여러분들의 영혼이 매일 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터키 코로나 상황  터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
만 여전히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통행 금지시키고 식당들과 
커피집에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문제로 직장을 잃는 자들이 
늘어나자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확진자는 다시 현재 2만 명을 넘어서
고 있고 사망자도 1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백신을 보급하고 있지만 코
로나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디리수교회 상황  터키 정부는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체적
으로 성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배당에서 모임을 자제하고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일은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복음의 전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
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두려움을 갖게 되자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에 관심 있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
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디컬 회사 설립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직업을 잃고 교회의 재정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주의 음성이 의료계통으로 일
하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수입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메디컬 회사를 세우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
공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자비량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기타사역  저는 줌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토훔 신학교는 코로나 사태
로 수업이 중단되었습니다. 1년 동안은 교수들은 강의안을 잘 준비해서 유튜브나 줌 교
육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터키 교회지도자들의 양육을 위해 교수님들을 강의 교제
를 잘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2021년 3월 22일  이스탄불에서 김주찬, 김성옥 선교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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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시 35:1-28

도피 생활을 시작한 다윗은 놉으로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다.� 그는

다윗의 초라한 모습에 놀라며,�긍휼을 베풀었다.� 그 자리에 있던 도엑이 이를

왜곡하여 고발했다.� 분노한 사울은 놉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몰살시켰다.�

이 악하고 잔인한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썼다.� 그는 그 악행에

치를 떨었지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렸다(1-8절).� 하지만 악인들을 저

주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눅6:27-28,� 마5:43-45,� 롬

12:14)과 달라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저주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벧후

1:21,� 딤후3:16).� 하나님이 저주시를 영감(inspiration)하신 이유는,� 친히 원

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려 하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해주

시길 원했다(삼상24:15).�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

다.� 대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선포할 것이라 했다(9-10절).� 이런 믿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한다.�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히12:2).�

비방자들은 사울 왕에게 아히멜렉과 다윗을 죽이자고 했다(11절).� 삐뚤어진

정의감과 권력욕이 그렇게 참소하게 했을 것이다(16절).� 하지만 그들은 다윗

이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형제 같은 친구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원수가 되

었다(마10:36).� 이렇게 악으로 선을 갚는 이들이 다윗을 외롭게 했다(12-15

절).� 하지만 다윗은 기도하며,�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났다.� 자기 생각의 늪에

빠지지 않고,�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마10:12-13).� 다윗처럼 진실하

게 기도하면,� 자신이 아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된다.� 겟세

마네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눅22:42).� 그렇게 다윗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18절).�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그대

로 말씀드렸다(19-21절).� 문제 해결을 위해 진솔하게 기도했다(22-26절).�

그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게 해달라는 기도이며(마6:10),� 그

렇게 되게 하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다(계6:10).�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생각하면 찬양할 수 있다(28절).� 그는 받은 은혜로 이웃을 축복했다(27절).�

이런 태도가 공동체를 세운다.� 어느덧 분노와 절망은 사라지고 은혜와 찬양

만 남았다.�맡기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鏞-

                   제50권 16호/ 2021년 04월 18일

          〈부활절〉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실시간온라인예배                 

                                                                    

 사도신경묵 도 다함께

*찬 송 6장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31장

기 도 1부 신동현 장로  2부 김대영 장로 김유진 청년

성경봉독 시 118:19-24  시118:19-24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특송) 참사랑           그라페중창단
  2부(특송) 하나님의 음성을    아가페중창단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버려진 돌에서 

머릿돌로설 교 버려진 돌에서 머릿돌로 

찬 송 이 날은 이 날은

봉헌과감사의기도   1부(특송) 공감하시네           장지슬자매
  2부(특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김수영집사 봉 헌

*찬 송 430장 광 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목사

 21-0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8~29) 

      
    

21-08. "Do not be amazed at this, for a time is coming when   

      all who are in their graves will hear his voice and come  

      out-- those who have done what is good will rise to    

      live, and those who have done what is evil will rise to  

      be condemned. (John 5:2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