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F)

       *초등부 헌신예배      
       1. 맥추감사주일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 초등부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 중등부 헌신예배(7/14)

    3. 국외 단기선교  기간∣7/29(월)~8/3(토) 사역지∣필리핀, 일본 ‣ 파송예배(7/28)

  4. 필리핀 단기선교 지원물품(중고노트북) 모집  기간∣7/7~24  접수∣사무실  

   5. 국내 단기선교  기간∣8/5(월)~8(목)  사역지∣경북의성 보나콤 ‣ 파송예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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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식〉     

1. 기관장회의  오늘 찬양예배 후, 교육위원회▸5층 3교육관

                         교구위원회(전도기관)▸지하 믿음실

2. 여름행사 일정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바랍니다.

유치부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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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층 101호)
        

예배인도 부장 최정수안수집사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 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 15분전

기  도 정아현 학생 기  도 장정애 권사

찬  송 199장 찬  송 435장  

성경봉독 요 20:24~31 성경봉독 눅 5:36~39 

시온찬양대 주보다 더 날 사랑하는 분 없네 셀라찬양대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설  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특  송 초등부

주일 1부 정윤석 장로

주일 2부 권병문 장로

주일 3부 감지연 청년

주일찬양 김예찬 학생

(중등부헌신예배)

수요저녁 안영희 권사

설  교 나의 신앙고백은? 허요셉 선교사 (이집트)

서정호 목사 찬  송 440장

찬  송 28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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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욱 목사)
 장소 믿음실(B1)

금요일

 시간 오후 9:00

 인도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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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 소망이 생긴다
(대상 29:10~19)

�

다윗은 청소년기에 수금 연주자로 사울 왕 앞에 섰다.� 얼마 후 블레셋의 거

인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았다.� 하지만 그는 30세에 유다의 왕,� 37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동안 감사할만한 일들이 많았지만,� 부끄럽게 여길 만한 일들도 많았다.� 그

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생각

하며 다윗은 감사했다(10-13절).�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소원은 이룰 수 없

었지만,� 그는 그것도 감사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했다.� 그렇게 그는

전천후 감사를 드렸다(고전15:10).� 감사는 받은 은혜의 열매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게 하고,�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반면에 받은 은혜가 없으

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있는 은혜조차 잃어버린다.� 인생과 신

앙의 빈익빈 부익부이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있으면 더 갖게 되고,� 없으

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마25:14-30).�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면 복이 된다(14-17절).� 감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빚쟁이가 된다.� 다윗

은 드림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사람들을 축복했다.� 그 복이 온 백

성에게 도미노처럼 퍼지게 했다(6-9절).� 복이 되었다.� 우리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계 선교에 참여하며,�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드림은 우리의 특권이며 복이다.�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또한 감

사하면 소망의 사람이 된다(18-19절).� 인생은 길지 않다.� 강건해도 팔십이다

(시90:10).� 나그네의 삶이며,� 청지기의 직분이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

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그런 영생에 대한 믿음이 오늘을 사랑하

며 살게 하고,� 내일을 소망하게 한다.� 이런 소망이 감사하게 하고,� 감사하면

내일이 소망스러워진다.� 천국에는 부족한 것과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

와 설교가 없다.� 오직 찬송과 감사만 있다.� 그러므로 천국을 미리 맛보려면

찬송하고 감사해야 한다.� 감사 없는 메마른 마음은 그 자체로 재앙이다.� 감사

로 오늘을 행복하게 하고,� 내일을 소망스럽게 할 수 있다.� 지금 감사하고 있

는가?� -鏞-

                   제48권 27호 / 2019년 7월 7일

        〈맥추감사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묵 도 다함께

*찬 송 5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사도신경

찬 송 66장 경배와 찬양

기 도 1부 신동현장로  2부 김영석 장로 이은종 청년

성경봉독 시 28:6~9 시 28:6~9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아름다운 대지     호산나찬양대
2부 주의 은혜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감사하면 
복이 된다설 교 감사하면 복이 된다

찬 송 429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찬 송 42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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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