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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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여전도회 헌신예배〉
                    ※유튜브 검색어: 사당 삼광교회  

                                
   1. 9-10여전도회 헌신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2.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4/11~16) 오전 4:45(월~금), 6:15(토) 장소∣본당(2F)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고난주간 금요기도회∣성찬식(4/15)  금요일 오후 8시 30분,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금요일 한 자리에 모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부활절 새벽 촛불예배∣부활주일(4/17)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5. 부활절 칸타타(영광과 권능)∣호산나 찬양대  “주님과 함께 새로운 50년을 향한 출발”

              *교회설립 50주년 기념 부활절칸타타(4/17) 주일 오후 3시, 2층 본당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 책소개∣늘 당신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류창현선교사  *구입문의∣사무실   

7. 정기당회(4/11)  월요일 오후 7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우소식〉

      선교지에서 온 기도편지 �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자매연합모임을 위해  매주 토요일에 자매연합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임 때 MBB
(무슬림 배경의 크리스찬)자매 셋과 CBB(크리스찬)자매 둘이 함께 모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구원을 얻은 것처
럼 라마단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가족과 친구들 이웃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자
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영혼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하소서.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  도자매는 큰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서 저희 집으로 남자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딸과 아들을 지키셨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자매는 약 3
년 전에 아세안 샘들을 통해 만났고 현재까지 매 주마다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믿
음의 첫걸음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매의 깊은 영적 어두움과 이 딸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 외에도 섬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섬길수록 주님의 능력 없이는 이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없고 친구들을 섬길 수 없음을 느낍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
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영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과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언어의 기름 부
으심을 부어주십시오.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의 섬김을 통해 날마다 주
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24일 중동A에서 최십자가 드림

소 천 [1교구] 4/8 이영순2(김길환성도)권사 모친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기도바랍니다.

예배인도 9여전 회장 권혜령 집사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15분전

기  도 10여전 회장/ 김혜영 집사 기  도 장일례 권사

찬  송 211장 찬  송 528장

성경봉독 요 12:1~11 성경봉독 수 2:1-7

특  송 9-10여전도회 셀라찬양대 갈보리, 험한 갈보리

설  교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설  교 죄인을 찾으시는 은혜

� �

주일 1부 김대영 장로

주일 2부 정윤석 장로

주일 3부 이예본 청년

찬양예배 양우종 안수집사

수요예배 김여환 권사

김 진 목사 노바울 목사

찬  송 214장 찬  송 5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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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효 
        김대영 김영석 신동현 
        권병문 정윤석 김종식 

원로장로  김동민 박규천 안병원 
        장사인 박수만 홍강일

은퇴장로  정선모 전정수 최경환 
        신흥식 라양근 최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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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금)오전 4:45
(토)  오전 6:15

(주일) 오전 5:00

인도 성남용 목사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장소 2층 본당

   금요일

  *성찬식

 시간 오후 8:30

 인도 성남용 목사

 장소 2층 본당

봉헌위원 1부∣  최석채 김종완 장한식 박성자 윤정임 홍향란 김현희 신은정

2부∣ 안영철 백형범 오인섭 송옥순 박숙자 노선이 신예희 박현숙 이경남

3부∣여송이 김지수 장지슬 권관우

안내위원 1부∣  김종현 심미순 전은경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서해영 김여환 김연화 정해숙 심미숙 이영순2 박앵숙 이근옥

3부∣김지수 권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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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위기와 예수님의 고난

시 69:1-36

다윗이 자신의 위기를 통해서 예언한 그리스도의 수난 시다.� 신약에 많이 인

용되었다(4절-요15:25,� 9a절-요2:17,� 9b절-롬15:3,� 21절-마27:34,48,� 막

15:36,� 눅23:36,� 요19:28-29,� 22-23절-롬11:9-10,� 25절-행1:20).� 그는 무

엇을 예언했을까?� 그리스도의 고난(1-12절).�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그에게

서 멀리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침묵하셨다.�까닭 없

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느낀 다윗의 외로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

신 외로움의 모형이다.� 위기 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다윗의 기도는 제자들

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보여준다.� 다윗이 당한 조롱은 조롱당하신 예

수님을(마20:19,�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했던 다윗의 탄식은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예수님을 계시한다(요2:17).� 다윗이 당한 고난은 영광

의 보좌를 버리고,� 질고의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사

53:4-5).� 하지만 아무도 다윗과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다(막3:21).�

다윗의 위기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반응(13-29).� 다윗은 위기에,� 예수님은

고난에 기도하셨다.� 같은 반응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어 있

었다.�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홀로 위기를 겪은 다윗처럼,� 예수님도 홀

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짖으셨다(마27:46).�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을 때,�예수님은

홀로 그 저주를 감당하셨다(갈3:13,� 벧전2:24).� 다른 반응도 있었다.� 다윗은

대적자들을 저주했지만(롬12:19),�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셨다.� 놀라

운 반전(30-36절).� 다윗은 위기 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며 주를 찬양했

다.� 놀라운 반전이다.� 이런 반전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곤고한

사람들을 위로한다.� 또한 만물이 이런 반전의 하나님을 보고 주를 찬양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알면,�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하며 주를

찬양할 것이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구원과(히12:2),�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히4:14-16),� 성도들의 영광과 구원이 감

춰져 있다(롬8:28).� 역시 놀라운 반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고

난주간을 보내자.� � -鏞-

                   제51권 15호/ 2022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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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묵 도 다함께

*찬 송 6장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149장

기 도  1부 김익언 장로  2부 신동현 장로 여송이 청년

성경봉독 막 14:26-37  막14:26-37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어린양을 보라      호산나찬양대 
     2부 주여 이 죄인도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설 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찬 송 150장

봉헌과감사의기도 특송∣은 혜  (바리톤) 최영찬 (피아노) 최영혁 봉 헌

*찬 송 151장 환영&광고

*축 도 인도자  권호석 목사

   
    22-08.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  

           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53:3)

              
             
             22-08.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ankind, a man of   

                  suffering, and familiar with pain. Like one from whom  

                  people hide their faces he was despised, and we held  

                  him in low esteem. (Isaiah 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