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새가족 교육
(주일) 오전 10:20

 장소∣새가족실(2층)

 
    〈제48회 졸업예배〉

                                                      
   1. 제48회 졸업예배∣교육위원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 � � � � � � � � � � � � 1) 모범학생  영아부 김수아   유치부 신지안  유년부 오소원  
           초등부 정지훈   중등부 박재언  고등부 안다연 
2) 모범교사  영아부 허형숙  유치부 박채린  유년부 여송이 
          초등부 전희연  중등부 박상욱  고등부 김유진
3) 근속교사  5년 근속 유치부 박채린 서예지 이정옥2 유년부 윤현진 사노교코  
         10년 근속 유치부 김지선 유년부 남윤경 고등부 김보금 
                 영아부(경력) 이영실
         15년 근속 초등부 강정순 김종빈  20년 유치부(경력) 노정화

   2. 송구영신예배∣성찬식(12/31)  금요일 밤 11시, 본당에서 드립니다(온라인 실시간방송).

          신년새해 기도제목을 봉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 다니엘 특별새벽기도회(22.1/3~15)  희망찬 새해를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모범순  1등 (18-4순) 박수만 2등 (18-5순) 안병원 3등(17-3순) 정재춘     

    5. 사임&은퇴  사임∣김일동 교육목사, 유상진 음악목사   은퇴∣김정희 전도사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임  부목사(유년부&청년회)∣권호석   찬양사∣박기동   

     7. 임명  영아부∣안인숙전도사

    8. 코로나19 예방수칙(힘내요~우리!)  예배 참석 가능인원은 미접종자 포함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이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70%입니다.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송구영신예배∣성찬식 � � *실시간 온라인방송 �
       12월 31일(금) 밤11시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묵 도 다함께 성경봉독 시 10:1-6

*찬 송 304장 찬 양 그의 빛 안에 살면 (연합찬양대)

교독문 27. 시 51편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를

찬 송 554장 설 교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 도 김성식 장로 찬 송 550장

 성찬식 인도자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참회와결단 인도자 새해인사 다함께

송구영상 인도자  *찬 송 553장

새해맞이 다함께  *축  도 인도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인도 교육위원장 정윤석 장로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경배와찬양 예배30분전 경배와찬양 예배15분전

기  도 오형윤 피택장로 기  도 김현옥 권사

찬  송 324장 찬  송 335장

성경봉독 딤후 4:7-8 성경봉독 마 5:10-12 

특  송 교육위원회 셀라찬양대 일어나 걸어라

설  교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자 설  교 의를 위해 사는 인생

주일 1부 김익언 장로

주일 2부 김정효 장로

주일 3부 이은종 청년

찬양예배 김형신안수집사

(제직헌신예배)

수요예배 김정숙1 권사

이성욱 목사 노바울 목사

찬  송 430장 찬  송 324장

광  고 졸업자 수여 및 시상 광  고 인도자

*송사(유년부) 김민후/답사(고등부) 조 민 주기도문 다함께

축  도 성남용 목사 장*순장공부(예배 후)

 

(월-금)오전 5:00
(토)  오전 6:30

(주일) *개인기도
     오전 4:40

 인도 성남용 목사

         (김  진 목사)

 장소 2층 본당

   송구영신

  예배

 시간 오후 11:00

 인도 성남용 목사

 장소 2층 본당
부목사� � 김 진 이성욱 권호석
협동목사� 이재서 노바울
교육목사� 서정호 김일동 서영진
음악목사� 유상진 찬양사� 박기동
전도사� � 안인숙�김정희 (어린이집원장)
교육전도사� 염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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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혁장지슬박경애김지현1
오르간 이경미1김수영 김지현1� � �
피아노� 안성진 차은경 김현주1
영� 상� 채희진 황영민

 

봉헌위원 1부∣  최석채 이승현2 장한식 박성자 윤정임 김현희 신은정

2부∣ 김옥빈 안경회 백형범 최은주 박해숙 노선이 신예희 박현숙 윤혜숙

3부∣여송이 김지수 장지슬 권관우

안내위원 1부∣  정광영 심미순 전은경 안영희 변경자 김문자

2부∣ 최병남 김여환 김연화 정해숙 심미숙 이영순2 박앵숙 이근옥

3부∣ 김지수 권관우

새 가 족 1 ․ 2부∣안영희  3부∣박예림 최영찬

차량운행 최정수(총무) 김영석 고대욱

주차위원 최석채(총무) 정광영 안창문 권영진



 
상한 심령을 구하시는 하나님

시 51:1-19

다윗의 밧세바 우리야 사건이 시의 배경이다.�하나의 죄가 다른 죄를 낳았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죄악을 고발하게 하셨다(삼하

12:1-12).� 하나님을 업신여긴 악에 대한 고발이다(삼하12:9).� 무시할 힘도

있었지만,�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삼하12:13).� 그때 그가 쓴 시

가�최소한 두 편이다.� 32편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이 시는 회복의 은혜를

보여준다.�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섰다(1-4절).� 그는 믿음의 사람답게,�

주의 긍휼로 죄를 씻어 달라고 기도했다.�그는 두 가지를 알았다.� 1)� 벌을 받

아 마땅한 자신의 죄를 알았다.�성령께서 알게 하셨다(요16:8).� 죄에 대한 자

각이 하나님을 찾게 한다(창4:26).� 2)�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미7:18).� 사탄은 긍휼 없는 정의감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항상 참소하

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하면 용서하신다(요일1:9).� 의롭게 하시고

(롬3:25),� 순전케 하신다(골1:22).� 생명을 풍성케 하신다(요10:10).�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회복의 은혜를 구했다(5-12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아,�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동시에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 악하고 추하고

혐오스럽다(시22:6).� 악에 익숙하고 선을 행하는데 무능하다(렘13:23).� 하나님

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흠 없이 세우고 싶어 하신다(고후5:17).� 이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 지혜로 그는 회복의 은혜를 구했다.� 우슬초로 씻

으셔서(레14:6-7),� 정하게 하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다.� 이런

소원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요5:6).� 새롭게 다짐했다(13-19절).� 넘어졌어

도,� 매일 새롭게 다짐하며 일어서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은

자신을 모델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의 죄는

죽어 마땅했다(출21:12,� 레20:10).� 어떤 제사로도 사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신다(롬

8:31-39).�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의 공의(체다카)이며,� 십자가 사랑이다.� 그는 주의 의(체다카)를 찬양하

며,� 그 의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

를 찬양하며,� 2021년을 마무리하자.� -鏞-

                   제50권 52호/ 2021년 12월 26일

         *선교주일      예배인도 성남용 목사
         실시간온라인예배(2부예배)                

                                                                  

 사도신경묵 도 다함께

*찬 송 4장

경배와 찬양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36장

기 도 1부 정윤석 장로  2부 권병문 장로 최영찬 청년

성경봉독 시 6:1-10   시6:1-10  

광 고 인도자

찬 양      1부 거룩한 주      호산나찬양대 
     2부 마라나타       할렐루야찬양대

 

마음을 열며 성령의 은사 

건너와야 한다 설 교 건너와야 한다

찬 송 484장

봉헌과감사의기도 다함께 봉 헌

*찬 송 481장 광  고

*축 도 인도자   김일동목사

21-26.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 2:11) 

   
           

              21-26.  On coming 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his  

                  mother Mary, and they bowed down and worshiped    

                  him. Then they opened their treasures and presented  

                  him with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Matthew 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