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랑의 편지
절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세
례 받으신 주현절, 고난받으신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고난일, 부활절, 성령강림절(오순절,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이어집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
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크신 구원의 일을 기억하
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절기는 구원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초막절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
막에서 거했지만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광야를 지났고 그
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곡식을 먹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감을
의미하며 광야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
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께서 함
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말씀
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한 없이 마시는 것이며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면 대부분이 곡식의 추수나 물질의
열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추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이 먼저 떠올라
야 합니다.
주님은 초막절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
은 주님이 성령을 한 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지막 추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기는 곧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제 39주일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예배

1:30 PM

◆주일학교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

1:30 PM
1:30 PM
3:00 PM

◆새벽기도회 (월~토)
◆수요기도회 (수)
◆금요기도회 (금)

6:00 AM
7:00 PM
7:30 PM

선 교

답: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1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2

1.
2.
3.
4.
5.
6.
7.

토기장이 집 (정데보라 목사)
몽골 선교 (조장섭 민은미 선교사)
선원 선교 (김병호선교사)
통일선교전략협의회
First Steps (수잔 리치)
밀알선교단 (이상현 목사)
사랑의 군대 (홍성득 목사)

헌금자 명단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3
1) 출 21:17; 잠 1:8; 4:1; 15:20; 20:20; 롬 13:1;
엡 5:22; 6:1-2,5; 골 3:18,20,22
2) 잠 23:22; 벧전 2:18
3) 마 22:21; 롬 13:2,4; 엡 6:4; 골 4:1

십일조 / 50 109 78 27 96 99 68 120 15
175 72 33 176 25 57 26
주정 / 50 109 78 100 59 27 96 99 68 120
171 15 175 72 33 74 61 73 128 0 22 5
172 57 34 69 181 179 17 127 76 125 184
0 91 161 107 48 20 180 1 86 38 173 70
18 30
감사 / 27 15 175 72 40 41 0 182 178 170
0 21
선교 / 50 78 68 120 72 76 125
건축 / 50 78 68 120
추수감사 / 17 75 김주연

총액 : $ 3841.85
* 헌금번호가 누락되신 분들은 반드시 교역자에
게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