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33호(526)  2020.8.16. 

1. 남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7시

2. 주일현장예배 재개: 8/23(주)

3. 남선교회 연합 화단 정리: 8/30(주) 오후 1시 반

4. 한국 수재민 돕기 성금 모음:

  (헌금봉투 ‘내용’란에 ‘한국 수재민 돕기 성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8/17 (월) 고린도전서 5:9-13 예레미야 47-49 

8/18 (화) 고린도전서 6:1-11 예레미야 50 

8/19 (수) 고린도전서 6:12-20 예레미야 51 

8/20 (목) 고린도전서 7:1-7 예레미야 52 

8/21 (금) 고린도전서 7:8-16 애  가 1-2 

8/22 (토) 고린도전서 7:17-24 애  가 3-5 

8/23 (주) 주일설교본문 에 스 겔 1-5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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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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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34장 …………………………… 다함께 

 교 독 문 ………………… 31번 (시편 142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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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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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 ………………… 요나 1장 1-17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도망자 요나와 추격자 하나님” ……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 509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부양의 의무를 다한 룻과 나눔의 의무를 다한 보아스” (룻기 2장 1-23절) 

 

 

 

 

 

 

 

 

 

 

 

<도망자 요나와 추격자 하나님> 
 

요나 1장 1-17절 
 

 
 

◆ 서론.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  

 

◆ 본론. 도망자 요나와 추격자 하나님 

 

1.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도망친 요나 

1)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한 요나  

V1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V3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한 요나 

= ‘니느웨’와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 

= 북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  

받는 것을 용납 할 수 없었음 

 

2.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 

1) 대풍(큰 폭풍)을 일으키심 

= 삶의 고통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심 

=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와 유사함 

=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의 wake-up call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함. 

2) 요나로 기도하게 하심 

3) 자신의 ‘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게 하심 

4)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 결론.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매어 있는 삶 

 

 

 

 

 

 

 

 

 

 

 

 
< 마음을 아는 이유 > 

 

계모 밑에서 온갖 학대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아 길가에 버려진 음식과 과일 껍질을 주워 먹으

며 살다가 도저히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을 훔치다 소년원에 들어

갔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먹고 살기 위해 재차 범죄를 저지르며 전

과 9범의 조직폭력배가 됐고, 급기야 세력 다툼 중에 사람을 죽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어난 삶을 후회할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도소에서 살아가

던 그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문집회를 통해 말

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는 언젠가 목사님이 되어 비슷한 고

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놀라운 꿈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교도소에서 공부하며 전도를 하던 그에게 모범수 석

방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왔고 자신과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범

죄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과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터와 쉼터를 위해 노력해 수십 개의 

터를 닦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던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은 많

은 제소자들의 마음에 전해졌고 지금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 교도소

까지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같은 고

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까지도 주님을 위한 일에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9일 헌금통계 $$1,3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