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용구

임이삭

김주태, 김진성, 문태영

공경민

서혜선, 김줄이

담임목사

부 목 사

시무장로

지 휘 자 

반 주 자      

원로목사

 

원로장로

오영관

강창진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선조와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선조는 중종의 후궁 창빈 안씨의 

아들 덕흥군의 셋째아들로 명종에 이어 보위에 오릅니다. 선조는 조선조 

최초의 방계출신의 왕인 셈입니다. 그런 열등감 때문인지, 선조는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기 보다는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조는 정여립 

모반 사건 때 송강 정철을 앞세워 무려 1,000여명의 학자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기축사화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는 조선조 4대사회에서 

희생된 모든 사람의 수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선조의 

의심은 임진왜란 당시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선조는 임진왜란 

당시 백성들의 신망이 높았던 의병장 충장공 김덕령 장군을 죽이고, 홍의 

장군 곽재우의 목숨도 노립니다. 이런 이유로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는 

의병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하여 전쟁의 양상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선조의 의심은 계속 이어져 임진왜란 무패의 영웅 이순신을 

노립니다. 이간 계를 쓰는 일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내린 

선조의 무모한 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조는 이순신을 

항명죄 다스렸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모진 고문을 가합니다. 그 사이에 삼도수군통제사로 제수된 원균이 

칠천량 해전을 지휘하는데 이 전투에서 조선수군은 그야말로 궤멸되고 

원균도 전사합니다.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제수되어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지만, 선조는 여전히 이순신의 공을 

폄하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는 중에 임진왜란의 주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전쟁이 끝나고, 퇴각하는 일본군과 맞서 

노량해전에서 싸우다 이순신은 장렬히 전사합니다.

 역사가 맡긴 소임에 끝까지 충실했던 이순신을 구국의 영웅으로 

평가하는 이는 많지만, 방계 출신의 왕이라는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란극복보다는 타인을 의심하고 무고한 생명을 해했던 선조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내리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선조가 열등감에서 

자유로웠다면, 분명히 그는 훨씬 더 나은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고, 

임진왜란 때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 

안타깝습니다.                                              목양실에서 허 목사

   “감사와 자의식”
                                (Thanks and Self-Consciousness)                           

Worship & Praise 

Call to Worship  

Opening  Prayer 

Lord's Prayer

Hymn 

Responsive  Reading       

Apostles‘ Creed  

Hymn  

Ministry Pray..................................... 

 
Ministry of Music

Announcement

Offering  .....................넓은 들에 익은 곡식 .............. 

Offering Song ................감사하라 내 영혼아................

Offertory Prayer

Scripture Reading

Sermon       .......................................................... 

Closing Hymn............ 날 구원하신 주 감사...................

Benediction

에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as you are able

경배와찬양

예배부름

기      원

주기도문

찬      송

교 독 문

신앙고백

찬      송  

기      도

찬      양

인사및광고

봉      헌

봉 헌 송

봉헌기도

성경봉독

설      교

폐회찬송

축      도

다   같   이

인   도   자

인   도   자

다   같   이

다   같   이

다   같   이

다   같   이

다   같   이

인   도   자

다   같   이

다   같   이

인   도   자

인   도   자

 다   같   이

허용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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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와 자의식”
            “Are you listening to the prophets?”(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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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 Lim, Isaac     
   

      “Are you listening to 
            the prophets?” 

★ 십일조

이동환-이미진, 이영주-경광혜, 이정우-오정미

천대용-장행자, 김주태-김요정, 김덕만-채정순

원창욱-김석순, 황영일-황수지, 강창진-권오은

문태영-최기숙, 송영구-정자영, 옥준기-이송미

최성택-유월선, 김진성, 김광옥, 김순복, 방현수

유순례, 윤희자 / 2,370.00

★ 정기헌금

심경미, 장경미 / 150.00

★ 감사헌금

박인신-오춘자, 원창욱-김석순, 박은희, 김기주

유일례, 김영자, 박상윤, 허용구, 김정애

박진우, 무명(16) / 600.00

★ 주일헌금 : 56.00

★ 교회학교 : 19.00

★ 발전헌금 : 김주태-김요정 / 100.00

★ 선교헌금 : 김주태-김요정, 방현수 / 130.00

★ E.M 헌금 : 이다혜, Lisa Bennet, 

                    무명/ 401.00

                                         총계 : 3,817.00

                     

                                                                                    

                                                  

                                    Nov.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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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의 열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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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시아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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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 24)

▶ 소식 

1. 구역장 모임 : 오늘(1일) 오후 1시에 모입니다. 

2. 구역예배 : 오는 6일(금) 각 구역별로 모입니다. 

3. 당회: 다음 주일(8일) 오후 1시 30분에 모입니다. 

4.  다음 주 오후 예배 : 노회 성가제 관계로 쉽니다.  
   
5 . 노회 여선교회 찬양제 : 다음 주일 (8일)  오후 5시 뉴욕 예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금주의 대심방 일정 : 심경미, 김진성, 박경순 (3일)

7. 성례신청 :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주일( 8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은 11월 22일 추수 감사주일에 있겠습니다. 

8 . 노회 여선교회 찬양제 : 오는 11월 8일(주일) 뉴욕 예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성가대실로 1시 30분까지 오셔서 은혜로운 찬양의 준비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9. 성전에 헌화를 원하시는분은 유월선 집사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친교

   오늘(1일) 점심식사는 김영자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 기도제목 

1) 환우들의 쾌유를 위하여 (최형철, 김영규, 황영일)

2) 임현수 목사님(토론토 큰 빛 교회)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하여 

3) 센베니또, 깨브라다 온다 연합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1.유치부.영아부 예배와 모임
   영아부실(지하)  11:00-11:30am 

2.유년부 예배 및 활동
      유년부실(2F)   11:00-12:30 pm  

3.YOUTH GROUP :11-12 pm Bible Study
                           1:30 pm Worship Service ( Main Sanctuary)

4.E.M WORSHIP SERVICE :1:30 pm Main Sanctuary 

1.경건에 힘쓰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Q.T 모임의 부흥을 위해

2.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구역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3.기도에 힘쓰는 교회
  -새벽기도의 부흥을 위해
  -각 구역의 기도모임 활성화

목회기도     이동환 (1) 문태영 (2)

안내(1부)    김진성

      (2부)    이정우, 최기숙

헌금(1부)    이동환, 조광순

      (2부)    문태영, 채정순, 한미화

헌금특송     에스더

친교기도     이미진

친교실봉사      한나/ youth

          목회기도     방현수(1) 강창진 (2)

안내(1부)    문태영

      (2부)    박경순, 최기숙

헌금(1부)    방현수, 김성호

      (2부)    강창진, 이영주, 경광혜  

헌금특송     마르다

친교기도     장경미

친교실봉사      에스더/  1 구역

          

.................................................................

               다음 주 기도 :  김요정 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