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46호(539)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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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 후

3. 11/17(화)~11/19(목)은 새벽예배가 없습니다.

11/20(금)부터 새벽예배가 재개됩니다.

4. 추수감사주일예배: 11/22(주)

5. 2021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벽걸이용 1개 탁상용 2개씩)

11/16 (월) 신명기 31:9-13 사도행전 14-16 

11/17 (화) 신명기 31:14-23 사도행전 17-19 

11/18 (수) 신명기 31:24-29 사도행전 20-22 

11/19 (목) 신명기 31:30-32:6 사도행전 23-25 

11/20 (금) 신명기 32:7-14 사도행전 26-27 

11/21 (토) 신명기 32:15-25 사도행전 28 

11/22 (주) 주일설교본문 로 마 서 1-3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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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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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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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14장 ………………………………  다함께 

● 교 독 문 ………………… 44번 (요한복음 1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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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전진홍 장로 

예배찬송………………………… 98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골로새서 3장 12-14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새 사람을 입으라”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313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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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나훔 1장 15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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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2-14절 
  

 

◆ 서론. 우리 영혼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 본론. 새 사람을 입으라 

1. 성도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성품 

1) 택하신 자들아, 새 옷을 입으라 (다섯가지 새 사람의 성품들) 

➊ 긍휼(동정심, compassion):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➋ 자비(친절함, kindness): 타인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➌ 겸손(humility):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이해하

는 것 

➍ 온유(gentleness): 성숙한 자가 자기 이웃의 무례함과 거친 

태도에 대해 관용을 보이는 것 

➎ 오래참음(patience):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하여 쉽게, 

성급히 보복하지 않는 자기 억제. (화를 돋우는 사람들에게 

참을성을 보이거나 인내하는 것.) 

2. 성도가 취해야 할 새 사람의 태도 

1)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 

➊ 용납: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관용적인 태도 

➋ 용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그 사람에게  

빚을 면제해주듯이 은혜를 베푸는 것 

2) 사랑을 실천하라 

 

◆ 결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믿는 성도들도 지키기가 힘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도 그중 하나입니다.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심리학과의 마이클 맥클로우 교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8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감사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오랜 연구 뒤에 마

이클 교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사를 하면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른 것

처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행복감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사

를 할 때 좌뇌의 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데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감사’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UC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12세부

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감사일기를 쓰게 한 후에 나타난 

신체적 변화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활력이 넘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더욱 깊게 느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는 더 나

은 결과로 우리를 이끕니다. 구원이라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을 주신 

주님을 잊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십시오. 

 

11월 8일 헌금통계 $1,59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