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18호(511)  2020.5.1. 

1.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 zoom 온라인 강의 개강

일정: 5월 매주 화, 목 오후 2시 (5월 5일 개강, 5월 28일 종강)

강사: 김창길 장로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재비: 무료

신청: 김영목 담임목사님께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4 (월) 요 16:25-33 역 대 상 3-5 

5/5 (화) 요 17:1-5 역 대 상 6-7 

5/6 (수) 요 17:6-19 역 대 상 8-10 

5/7 (목) 요 17:20-26 역 대 상 11-14 

5/8 (금) 요 18:1-11 역 대 상 15-17 

5/9 (토) 요 18:12-18 역 대 상 18-21 

5/10 (주) 주일설교본문 역 대 상 1-2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예배의 부름 ………………… 요한복음 4장 24절 ……………………  사회자 

 예배기원 ………………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     다함께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21장 …………………………… 다함께 

 교 독 문 …………………… 16번 (시편 63편) ……………………      다함께 

 사도신경 …………………………………………………………………     다함께 

 광    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마태복음 4장 18-20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다.”……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 456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버려야할 것과 지켜야 할 것” (여호수아 11장 1-23절)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다.> 
 

마태복음 4장 18-20절 
 

 
 

◆ 서론. 변화를 일으킨 만남  

 

◆ 본론.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다 

 

1.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1) 갈릴리 해변을 찾아오신 예수님 (종교적 중심지는 예루살렘) 

 

2)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모세, 다윗, 바울) 

 

3) 우리의 가난함, 연약함, 부족함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단, 거룩함으로 준비하라) 

 

2. 베드로를 유심히 관찰하신 예수님 

 

1) 화목한 관계로 협동하는 베드로를 보심 

 

2) 맡은 일에 충실한 베드로를 보심 

 

◆ 결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 

 

 

 

 

 

 

 

 

 

 

 

 

 

 

 

 

 
< 집과 무덤의 차이 > 

 

노야벤사가 지은 『빵장수 야곱』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미

장이가 빵장수 야곱 선생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제게 좋은 집을 지

을 수 있도록 도움 말씀을 주시지 않겠어요?” 야곱은 웃으며 말했습

니다. “집을 지으려면 창과 문을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미장이는 실

망한 얼굴로 자신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모름지기 내 집이라 하면, 내 자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스스로 들여

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어야겠지요?” 미장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

약 그렇지 않으면요?” 그 말에 야곱의 얼굴에 허망한 그늘이 드리워

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낮은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집과 무덤의 

차이는 그러한 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이랍니다. 집과 무덤의 

차이는 말이죠.” 우리 마음을 궁전으로 만드느냐, 무덤으로 만드느냐

는 감사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세워집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문과 창문을 달아보십시오. 멋진 궁전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임할 것입

니다. 새로운 한 주, 감사함으로 문과 창문을 달고 궁전이 된 제 마

음이 온전히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