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만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올바르게 성경말씀을 배우고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라도 010-3654-5525(윤기봉목사)로 전화해 주
시거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교회는 당신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전교회와의 만남은 정말 좋은 만남입니다. 

예배 시간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시 30분(효제병원)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매일새벽기도 오전 5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비전교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 10길 13 

Tel. 033 432 0091

믿음의 사람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교회는  
2007년 12월 13일에 창립된  
복음적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현존하는 성육신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갖는 정체감과  
그 사명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라는 말을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듣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원칙을 중시합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원칙을 중시하는 교회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이 주보는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성서적 세계관과 비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
해 매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주보를 읽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더 늦
기 전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2017년 8월 13일

오순절 후 열 번째 주일


해방기념주일

본질에는 일치와 연대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비전교회는 또 하나의 행복한 가족입니다. 

오늘은 해방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서 자유를 쟁취
한 것을 기념해서 한국교회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잘 세워지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 데 그 하나가 정당한 '자유 관념'(自由觀念)입니다. 이 관념 개인을 
존중하는 사상에서 오게 된 것으로, 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4대 자유가 있어
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자유(신앙), 둘째는 언론의 자유(언론, 출
판), 셋째는 공포에서의 자유(공포가 없는 세계), 넷째는 궁핍에서의 자유( 궁핍 없는 
사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의 트루블러드(Elton Trueblood)라고 하는 분은 민주주의 사상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는데, 그는 <자유의 선언>이란 저서 가운데서 여섯 가지 자유를 주장하였습니
다. 첫째는 학문(學問)의 자유, 둘째는 변론(辯論)의 자유, 셋째는 신교(信敎)자유, 넷째
는 노동(勞動)의 자유(강제 노동이 아니고, 자유 노동을 할 수 있는 자유), 다섯째는 생
존(生存)의 자유, 여섯째는 봉사(奉仕)의 자유입니다. 사회는 반드시 이 여섯 가지 자유
가 있어야 된다고 그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
주 사회일 것입니다. 국민 하나 하나의 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지상의 의
무인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당한 자유 관념이라고 말하
는 것은 자유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진 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흔히 자유는 그저 마
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렇지 아니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하여야 할대로 행하는 그것이 자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올바른 생각



교회소식 
1. 우리 비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 오늘은 오순절 후 열 번째 주일이며 해방기념주일입니다.  
3. 홍천읍교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광복절 연합감사예배가 2시에 만민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4. 오후예배는 1시 30분에 효제병원 예배실에서 환우들과 함께 드립니다.  
5. 오늘 주방봉사는 신선자권사님과 곽옥분집사님이며 다음 주일은 김귀남권사님
과 박미영집사님입니다.  

주일오전예배

찬    양   ① 복의 근원 강림하사(찬28장) 
   ② 이 세상의 모든 죄를(찬261장) 
   ③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찬288장) 
예배에로의 부름  윤기봉목사 
평화의 인사  목사와 회중  
찬    송   예수 앞에 나오면(찬287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교 독 문   99. 나라 사랑(1) 
공동기도   다함께 
찬    송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교회소식   윤기봉목사 
감사와 축복의 기도 윤기봉목사 
성경봉독   마태복음 13장 47-50절 
말씀선포   세상 끝에는 구별됩니다 
찬    송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찬235장) 
축    도   윤기봉목사 

※ 헌금은 들어올 때나 나갈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드립니다 ※

주일오후예배 
요한복음 1장 12-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수요저녁예배 
시편 54편 1-7절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공동기도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
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
니다. 오순절 후 열 번째 주일 아침에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피난처
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72년 전 일본 제
국주의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던 이 백성
의 눈물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와 해방
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
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
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살
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나
라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
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성자 예수님. 우
리 모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
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
리를 택하셨음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
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 참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때문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
도록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
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
리의 몸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전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아브라
함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
배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
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
서. 오늘도 전 세계 모든 공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본질에는 일치하
고 연대하며 비본질에는 자유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