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12(557)    2021.3.21. 

1. 부활절 예배 안내: 4/4(주)

다가오는 부활절 예배는 Drive-in예배로 진행됩니다. 이번 부

활절 예배는 한어권과 영어권의 연합예배가 아닌, 각 부서별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학교 자녀의 경우 동일하게 주일 

오전 9시에 Zoom을 통한 온라인예배로 진행됩니다. 

Youth/EM은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현장예배 및 Zoom을 통

한 온라인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2. 봄맞이 교회 대청소: 4/11(주)

3. 당회: 3/28(주)

4. 성경 찬송가 안내

2022년부터 성경은 현재 사용 중인 ‘개역한글성경’(1961년 출

판)에서 ‘개역개정성경’(제4판, 2005년 출판)으로 변경하여 사

용합니다. 찬송가는 ‘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올해 성경1독 하

신 분들께는 개역개정성경과 새찬송가를 선물로 드립니다. 

03/22 (월) 눅 20:41~2:14 룻    기 1-4 

03/23 (화) 눅 21:5-19 사무엘상 1-3 

03/24 (수) 눅 21:20-28 사무엘상 4-7 

03/25 (목) 눅 21:29-38 사무엘상 8-10 

03/26 (금) 눅 22:1-13 사무엘상 11-13 

03/27 (토) 눅 22:14-23 사무엘상 14-15 

03/28 (주) 눅 22:24-38 사무엘상 16-17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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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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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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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48장 ………………………………  다함께 

● 교 독 문 ………………… 13번 (시편 34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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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예배찬송…………………………  375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4장 7-8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베드로전서 강해 시리즈 (11) ………    김영목 목사 

“기도하기 위해 근신하고,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 송영찬송 ………………………… 278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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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기도하기” (누가복음 21장 29-38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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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기 위해 근신하고,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7-8절 
  

 

1. 기도를 위하여 근신하라 (7절) 

1) v7 한글 성경의 번역 차이  

한글 성경의 명령문 = ‘기도하라’ 

헬라어 성경의 명령문 =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기도를 위해서) 

                                 (for the purpose of prayer) 

  

      2) v7를 헬라어 성경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 
 

      3) v7 “정신을 차리라” =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통제된 마음 가지라 

                          = 죄의 유혹에도 요동하지 않는 절제된 마음 

                          = 유혹으로부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자제심’을 갖으라는 권면 

  

4) v7 “근신하라” = “술에 취해 있지 말아라” 

                = 술에 취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  

                =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라는 권면  

 

      5) 기도를 방해하는 가시덤불  

          ①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탐심 

② 세상 살아가는 염려와 근심 

③ 죄가 주는 짧지만 강렬한 쾌락  

   = 죄는 신자의 기도를 죽인다. 

 

      6)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한다.  

=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을 보고 

 과연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quality time’을 보낸다. 

 

 

 

 

 

 

 

  

2.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8절) 

1) v8 “서로…” = 불신자를 배제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을 의미 

              =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2) v8 “무엇보다도” =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줌.  

 

3) v8 “열심으로 사랑하라” = 형식적인 사랑(피상적 사랑)을 반대함. 

= 서로 진지하고 진실된 사랑을 할 것을 권면 

 

      4) 모두를 피상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라 

         = 다수를 피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 예수님도 소수의 사람(12명)을 택하여 집중적으로 사랑하심  

 

      5)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사랑해야 하는 한 사람은 누군가? 

        = 그가 예수를 구원자와 주로 믿어, 회심하도록 도와준다 

        = 그가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가 영적 홀로서기가 가능한 영적 청년으로 자라도록 섬긴다.) 

        =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사랑하는 영적 부모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 또 다시 새로운 한 사람을 찾아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결론. 기도하기 위해 근신하고,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3월 14일 헌금통계 $1,5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