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약속의 말씀 9권-45호(432) 2018.11.11. 

 

1. 새가족반 4 기 수료자: 안건국, 안정희, 정봉구 

2. 입교자 당회 문답: 오늘 친교 후 

3. 가을 특별새벽예배: 13(화)~17(토) 오전 6시 

4. 제직 세미나 #2: 11/16(금) 

5.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11/18(주) (성찬식, 입교식) 

6. 4/4 분기 정기 제직회: 11/18(주) 

7. 연말 정기 공동의회: 11/25(주) 

8. 정기당회: 11/25(주) 
 
 

▶ 12 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2(주): 선교회 월례회/기도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라디오설교(AM1590) 매월 2,4,5 주 금요일 

 
8(토) – 9(주): 순모임 겨울 방학 

16(주): 정기당회 

21(금): 교육부 성탄 발표회 

23(주): 연합 성탄 축하 예배, 성탄 칸타타 (찬양대) 

25(화) 성탄절 예배 

26(수) – 29(토): 중고등부 Winter Retreat 

28(금): 기관장 모임(2019년 1~3월 사역 계획) 

31(월): 송구영신예배 

 
미국장로교 PCA 

말씀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삼아 
하나님나라 세워가는 성령의 공동체 

 
이현진 전진홍 김소림 
 
 
 
 

 

11/12 (월) 

11/13 (화) 

11/14 (수) 

11/15 (목) 

11/16 (금) 

11/17 (토) 

11/18 (주) 

예레미야 35:12-19 

예레미야 36:1-19 

예레미야 36:20-32 

예레미야 37:1-21 

예레미야 38:1-13 

예레미야 38:14-28 

주일설교본문 

사도행전 4-6 

사도행전 7-8 

사도행전 9-10 

사도행전 11-13 

사도행전 14-16 

사도행전 17-19 

사도행전 20-22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1 부: 오전 9 시 30 분 / 2 부: 오전 11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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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장 67-80 절) 
 

◆ 서론. 100년간 이어진 겨울... 
 

● 
● 

● 

● 

예배기원 ………………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다함께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79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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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1. 기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 사도신경 ………………………………………………………………… 다함께 
(2 부) 대표기도 …………………………………………………… 전진홍 장로 

(2 부) 예배찬송 ………………… 495 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누가복음 1장 67-80절 ………………… 다함께 

(2 부) 찬양대 ………………………………………………… 코너스톤 찬양대 

말씀강해 …………………… 누가복음 강해 ① ……………… 김영목 목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 송영찬송 ………………………… 492 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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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약은 오실 메시야를 기다리는 이야기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야기 
 

(2)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녀를 갖기 위해 기도함. 그러나 아무런 소식이 없음 

 

2.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1)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해 약속해 주신 아들 요한을 주심 

 

(2)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 

< 어디서 답을 찾고 계십니까? > 

미국 서부에서 어떤 감독이 사막에서 영화를 찍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한창 하고 있는데 근처에 사는 한 인디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 

내일은 비가 올거야. 그러니 장비를 철수시켜." 감독은 코웃음을 쳤으나 

다음날 정말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날, 인디언이 다시 찾아 왔습니다. "대 

기가 안좋아. 조만간 태풍이 올거야." 감독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비를 

철수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정말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감독은 너무 신기해서 그 뒤로 몇 번이나 인디언을 찾아가 돈을 주고 날 

씨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디언이 집을 비우고 나 

타나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얼마 안 남아 날씨 상황이 절박해진 감독은 

마을을 온통 뒤졌고, 마침내 그 인디언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찾았는 줄 

아십니까? 내일 날씨가 어떨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인디언이 대답했 

습니다. "이제 나도 몰라. 라디오가 고장 났거든." 

때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들이 더욱 
 
 
 
 

내용 

헌금위원 

안내위원 

주일친교 
 

강단 꽃 장식 

내주 기도 

 
 
 

책임 

이용필 

전영란 

이영희 
 

전영란 

김소림 

 
 
 

담당 

신현찬, 안영희 

김정혜 

금주: 노아의 방주 순 — 유주일(근아) 

내주: 커밍 순 — 이현진(현희) 

◆결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의 탄생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하 

나님께서 나이 든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 

시고 그들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해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 했는데도 하나님께 응답 받지 못하여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 

님께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인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속삭임은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 금방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마음을 지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좇아 살다가 참으로 허망하고, 황당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사탄은 박수를 치고, 하나님은 가슴을 칠 것입니다. 세 

상의 많은 존재가 마치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인생의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뿐 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 

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 

라, 이 진리를 사모하고, 이 진리 위에 깊게 뿌리 내리는 성도님들의 삶 

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수 1:7) 
 

제직 세미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