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41호(534)      2020.10.11. 

1. 교회 창립 10주년 “Drive-In 온가족 연합예배”: 10/25(주) 오전 11시

찬송가와 성경책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무장로의 시무장로 재신임 투표를 위한 우편이 발송되었습니다.

우편을 수신하신 성도님께서는 투표용지를 발송용봉투에 넣어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 일정 

10월 24일 유효표 마감일(24일 이후 도착한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됨) 

10월 25일 주일예배 광고시간을 통해 우편투표 결과 공표 

3. 선교회별로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후원을 위한 모금이 10월 말로 마감됩니다.

10/12 (월) 신명기 20:1-9 마태복음 27-28 

10/13 (화) 신명기 20:10-20 마가복음 1-3 

10/14 (수) 신명기 21:1-9 마가복음 4-5 

10/15 (목) 신명기 21:10-17 마가복음 6-7 

10/16 (금) 신명기 21:18-23 마가복음 8-9 

10/17 (토) 신명기 22:1-12 마가복음 10-11 

10/18 (주) 주일설교본문 마가복음 12-13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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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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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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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27장 ………………………………  다함께 

● 교 독 문 ………………… 39번 (이사야 55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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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예배찬송………………………… 495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골로새서 2장 6-7절  ……………………   다함께 

말씀강해 …………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55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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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가지 환상과 다윗의 장막” (아모스 9장 11-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골로새서 2장 6-7절 
 

 

◆ 서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거듭나는 삶 

◆ 본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1.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 

1)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라 

2)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 

3) 뒤에서 밀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라 

2.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내리고 세움을 입으라 

1) 뿌리내리라: 뿌리가 얕은 나무는 비바람에 나무가 흔들

리기 때문에 꽃과 열매가 잘 피지 않는다. 신앙의 뿌리

가 얕으면 재물의 유혹, 죄악의 쾌락, 세상사는 근심에 

흔들리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

무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열매 맺으며 살아

갈 수 있다. 

2) 세움을 입으라: 건물을 세워가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

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은 성장한다. 

3.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라 

좋은 상황이나 넉넉한 환경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아니

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감사이다.   

◆ 결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음> 

 

발달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시설에서 일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을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간단한 대

화도 불가능한 아이들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갔

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질

문에 목사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당

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다음날부터 성

도는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어 말을 

시작한 아이들도 생겼고, 그 중에는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는 아이들까지 있

었습니다. 말을 못 하는 아이들도 미소가 많아지고 상태가 안정되어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일들이 많아졌

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복음

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

든 사람을 변화시킬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내 생각과 편견으로 제한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10월 4일 헌금통계 $4,18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