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45호(538)       2020.11.8. 

1. “Samaritan's Purse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에서

주관하는 Christmas Shoebox 신청 (선착순 10명)

장난감 혹은 생필품. 중고용품 및 식용품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 김지선 전도사)

2. 11월 당회: 11/15(주)

3. 추수감사주일예배: 11/22(주)

11/09 (월) 신명기 29:1-13 요한복음 18-19 

11/10 (화) 신명기 29:14-21 요한복음 20-22 

11/11 (수) 신명기 29:22-29 요한복음 1-3 

11/12 (목) 신명기 30:1-10 사도행전 4-6 

11/13 (금) 신명기 30:11-20 사도행전 7-8 

11/14 (토) 신명기 31:1-8 사도행전 9-10 

11/15 (주) 주일설교본문 사도행전 11-13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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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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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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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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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 독 문 ………………… 43번 (마태복음 6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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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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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골로새서 3장 5-10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253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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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나훔 1장 15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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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 5-10절 
  

 

◆ 서론. ‘영혼’,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 본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1. 성도가 버려야 할 옛 사람의 성품들  

1)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다섯가지 옛 사람의 성품들) 

➊ 음란 ➋ 부정 ➌ 사욕 ➍ 악한 정욕 ➎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 /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됨” 

① ‘음란’과 ‘악한 정욕’은 ‘성에 대한 탐심’ 

② ‘부정’과 ‘사욕’은 ‘돈에 대한 탐심’ 

2)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2. 성도가 버려야 할 옛 사람의 행위들 

1) 죄악의 행실을 벗어버리라 (다섯가지 옛 사람의 행위들) 

➊ 분노: 상대방을 향한 지속적인 증오 

➋ 악의: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의지 

➌ 훼방: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간사하게 속이며  

술수를 부리는 짓 (중상모략. 거짓소문, 험담) 

➍ 부끄러운 말: 음담패설, 비속어, 욕설 같이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 

➎ 거짓말: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임  

 

결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기초의 중요성>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는 일본 도쿄에 특급 호텔을 건

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프랭크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기초공사를 오래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건

물 모양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도쿄 한가운데에서 몇 년 동안 세워

질 기미도 안 보이는 건물은 당시 큰 이슈였고, 일본의 유명 건축가들은 기

초가 중요해도 너무 오래 걸린다며 공사비 횡령을 의심했습니다. 총 건축 

기간은 다른 호텔의 2배나 걸려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한 대명사로 이 호

텔의 이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년 뒤 이 호텔의 진가가 발휘

됐습니다. 내진설계가 된 튼튼한 건물들도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 동

경에 발생했지만 프랭크가 세운 ‘제국호텔’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

다. 프랭크가 세운 ‘제국호텔’은 이후 일본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100여 년 

동안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인 왕족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튼튼한 기초는 크나큰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세상에서 흔들

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위해 경건 생활의 기초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11월 1일 헌금통계 $1,95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