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35호(528)       2020.8.30. 

1. 새가족반, 정착반, 기초반 모집

(새가족반 4주 과정, 정착반 5주 과정, 기초반 12주)

2. 남선교회 연합 화단 정리: 오늘 오후 1시 반

8/31 (월) 시   편 117:1-2 에 스 겔 29-31 

9/01 (화) 고린도전서 9:1-14 에 스 겔 32-33 

9/02 (수) 고린도전서 9:15-23 에 스 겔 34-36 

9/03 (목) 고린도전서 9:24-27 에 스 겔 37-39 

9/04 (금) 고린도전서 10:1-13 에 스 겔 40-42 

9/05 (토) 고린도전서 10:14-22 에 스 겔 43-45 

9/06 (주) 주일설교본문 에 스 겔 46-48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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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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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79장 ………………………………  다함께 

● 교 독 문 ………………… 33번 (시편 150편) ……………………… 다함께 

● 사도신경 …………………………………………………………………      다함께      

대표기도……………………………………………………………  이용필 장로 

예배찬송…………………………  93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요나 3장 1-10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   김영목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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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도 …………………………………………………………………  김영목 목사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오벳의 탄생” (룻기 4장 1-22절)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요나 3장 1-10절 
 

 
 

◆ 서론. 핀란드의 ‘실패의 날’ 행사 

◆ 본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1. 두 번째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 

1) 요나를 다시 찾아오심 (v1)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2)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심 (v2)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

견하는 날이다.” By. 카를 힐티 

 

2.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1)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순하고 간단한 사명이다.  

2)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3. 죄인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1)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2)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3)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 결론. 새로운 은혜를 통해 인생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자 

 

 

 

 

 

 

 

 

 

 

 

 

 

 
< 희망이 존재하는 곳 > 

 

꿈 많은 청년 데이비드는 따분한 시골을 벗어나 직장을 구하러 도시

로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숲을 지나가다 타고 있던 마차가 고장이 나

자 데이비는 하인이 수리하는 동안 그늘진 곳에서 기분 좋게 낮잠을 

잤습니다. 잠시 뒤 수수한 차림의 노부부가 데이비드 앞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모은 재산을 저 잘생긴 청년에게 물려주면 어떨

까요?” 한참을 대화해도 데이비드가 일어나지 않자 노부부는 그냥 가

던 길을 향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어여쁜 아가씨가 데이비드를 보고 

한눈에 반해 말을 걸려 했으나 여전히 자고 있어 망설이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곧이어 강도가 나타나 데이비드를 죽이려 칼을 꺼냈는데 

어디선가 사냥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잠깐 

잠든 사이 데이비드는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었고, 결혼을 할 수도 

있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른 채 잠

에서 깬 데이비드는 수리한 마차를 타고 다시 갈 길을 떠났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가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

억하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8월 23일 헌금통계 $2,7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