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3호(548)         2021.01.17. 

1.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안 우편투표 결과

투표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안’이 승인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우편 투표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선교회 회비 안내

선교회 회비는 각 선교회 운영 및 선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후원금으로 지출이 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지속적인  

선교사역 후원을 위해 선교회 회비를 각 선교회 회계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안내 드립니다.  

아브라함/사라 선교회 : 이명희 집사님 

다니엘/유니아 선교회 : 이영희 권사님 

다윗/한나 선교회 : 김정혜 집사님 

스데반/리브가 선교회 : 이현희 집사님 

3. 금요예배, 주일예배 현장예배 참석 신청

예배위원장 김소림 장로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Tax 보고 신청

재정위원장 전진홍 장로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ax 보고는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01/18 (월) 눅 6:39-49: 출애굽기 4-6 

01/19 (화) 눅 7:1-17 출애굽기 7-9 

01/20 (수) 눅 7:18-35 출애굽기 10-12 

01/21 (목) 눅 7:36-50 출애굽기 13-15 

01/22 (금) 눅 8:1-15 출애굽기 16-18 

01/23 (토) 눅 8:16-25 출애굽기 19-21 

01/24 (주) 눅 8:26-39 출애굽기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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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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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배기원 ……………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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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55장 ………………………………  다함께 

● 교 독 문 …………………… 3번 (시편 4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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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예배찬송…………………………  383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베드로전서 1장 3-12절 …………………  다함께 

말씀강해 ……“고난 중에도 피어나는 찬양, 기쁨, 사랑”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395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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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라기 4장 1-3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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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중에도 피어나는 찬양, 기쁨, 사랑> 
 

베드로전서 1장 3-12절 
  

 

◆ 서론. 요즘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 본론. 고난 중에도 피어나는 찬양, 기쁨, 사랑 

1.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찬양 

1)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 

2)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음 

3)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심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2.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쁨 

1)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 

2) 고난의 의미를 부여함. (=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함) 

3.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사랑 

1)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예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2)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난을 인내하도록 힘을 더해 줌 

 

◆ 결론. 고난 중에도 찬양, 기쁨,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 

 

 

 

 

 
 

 

 

 

 

 

 

 

 

 

 

 

 

 

 
<사명자의 믿음>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를 횡단한 사람은 탐험가도, 군인도 아닌 선교사 데

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184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리빙스턴은 더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무려 1000km 

이상을 걸어서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질에 걸릴 때도 있었

고, 원주민들에게 습격을 받을 때도 있었고, 사자에게 팔을 물린 적도 있

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아프리카를 걸어 나갔습니다. 아프리카 내륙을 리

빙스턴처럼 깊숙이 들어간 외부인은 그때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리빙스턴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감수하며 아프리카 내륙으

로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였습니다. 

리빙스턴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아프리카 곳곳

에 복음을 전하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자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정

으로 복된 삶은 사명을 발견하고 완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

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이 아닌 삶으로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습

니까? 그러길 원하고 있습니까? 사명의 길을 따라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

혜를 간구하는 삶을 구하십시오  

“큐티 365일”(나침반출판사)에서 발췌 

 

1월 10일 헌금통계 $1,2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