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28호(521)  2020.7.12. 

1. 사라/유니아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수요일 오전 9시

2. 남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7시

3. 어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저녁반 개강 7/13 월요일 저녁 7기 개강

7/13 (월) 신명기 10:1-11 전 도 서 9-12 

7/14 (화) 신명기 10:12-22 아 가 서 1-4 

7/15 (수) 신명기 11:1-12 아 가 서 5-8 

7/16 (목) 신명기 11:13-25 이 사 야 1-4 

7/17 (금) 신명기 11:26-32 이 사 야 5-8 

7/18 (토) 신명기 12:1-7 이 사 야 9-13 

7/19 (주) 주일설교본문 이 사 야 14-17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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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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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23장 …………………………… 다함께 

 교 독 문 ………………… 26번 (시편 104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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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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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 ……………… 마가복음 6장 12~13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제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 ………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 168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삼손: 나실인의 영적 부패” (사사기 14장 1-20절) 

 

 

 

 

 

 

 

 

 

 

<제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 
 

마가복음 6장 12~13절3 
 

 
 

◆ 서론. 열 두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 

 

◆ 본론. 제자들이 감당한 사명 

 

1.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 

1)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함  

회개란, (1)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2)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음 (3) 삶의 관점

과 목적이 180도 주님을 위해 바뀌는 것 

2) 회개한 자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2.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한다.  

1) 귀신의 권세와 싸움. (예수께서 권세를 주심) 

2) 중독의 문제 = 죄악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끊어낼 수 있다.  

3)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끊어내기 

 

3.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돕는다.  

1) 병자에게 기름을 바름 = 기름은 의약품 

2) 육신의 질병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함 

3)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 

 

 

◆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자 

 

 

 

 

 

 

 

 

 

 

 

 

 

 

 

 

 

 
< 좋은 소식을 전하라 > 

 

영국의 유명한 시인 테니슨은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 해안가에 있는 

작은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작품구상을 위해 마을을 

산책한 테니슨은 만나는 사람에게 “별일 없으시죠?”라고 인사를 건넸

습니다. 인사를 받은 마을 사람들은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지나갔지

만 여관 주인만은 항상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

이 있으니 들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하셨답니다. 제 인생에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주인의 대답을 

매일 듣던 테니슨은 여관 주인의 대답을 듣고 궁금해 성경을 읽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믿기로 결심한 다음 날 테니슨은 여관 주

인의 똑같은 대답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소식이

야말로 모두가 믿어야 할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

다는 기쁜 소식은 날마다 새롭게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쁨을 혼자

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먼저 만난 우리가 이 소식

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7월 5일 헌금통계 $1,2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