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4호(549)         2021.01.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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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다니엘/유니아 선교회 : 이영희 권사님 

다윗/한나 선교회 : 김정혜 집사님 

스데반/리브가 선교회 : 이현희 집사님 

2. 금요예배 및 주일예배 ‘현장예배’ 참석 신청

예배위원장 김소림 장로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Tax 보고 신청

재정위원장 전진홍 장로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ax 보고는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01/25 (월) 눅 8:40-56 출애굽기 25-27 

01/26 (화) 눅 9:1-17 출애굽기 28-29 

01/27 (수) 눅 9:18-27 출애굽기 30-32 

01/28 (목) 눅 9:28-36 출애굽기 33-35 

01/29 (금) 눅 9:37-50 출애굽기 36-38 

01/30 (토) 눅 9:51-62 출애굽기 39-40 

01/31 (주) 눅 10:1-16 레 위 기 1-4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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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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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45장 ………………………………  다함께

● 교 독 문 …………………… 4번 (시편 8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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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용필 장로 

예배찬송…………………………  357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베드로전서 1장 13-16절 …………………… 다함께 

말씀강해 …………“거룩한 삶을 위한 권면 (1-2)”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93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다시 하나님 사랑 앞으로 (3) ” (말라기 4장 1-6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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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삶을 위한 권면 (1-2)> 

베드로전서 1장 13-16절 

◆ 서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나요? 

◆ 본론. 소망과 거룩한 삶을 위한 권면 

1. 첫 번째 권면: 소망

1)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며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마음을 준비하고 살아감 

2) “근신하라” = ‘완전히 끊어버려라’, ‘완전하게 절제하라’

(성도가 세상 죄에 취하여 살아가지 말 것을 권면함) 

2. 두 번째 권면: 거룩

1)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악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2)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으니,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 결론. 은혜를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만을 

온전히 소망하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 

< 경건의 모습 > 

10대 소녀 루스는 부모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에는 나갔지만 하나님을 믿

지는 않았습니다. 루스가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러 부엌으로 가면 중간

에 있는 거실에서 아버지는 항상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의사인 아버지

는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기에 아침마다 밥 먹는 시간을 쪼개어 성

경을 읽는 것이 루스가 보기에는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

아오면 이번엔 어머니가 거실에서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집안

일이며 육아를 도맡아 하지만 어떻게든 짬을 내어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

지는 항상 성경을 읽는 모습도 루스가 보기에는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매일 성경을 읽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루스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저렇게 빠져있는 

일이라면 나도 믿어볼 가치가 있지 않겠어?’ 부모님의 경건한 모습을 통

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루스는 훗날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로 불

리는 빌리 그래함 목사님의 아내로 세계 복음화에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

께 쓰임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때로는 경건 생활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 때로는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큐티 365일”(나침반출판사)에서 발췌 

1월 17일 헌금통계 $3,07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