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권-29호(471)      2019.7.21. 

1. 아브라함/사라 선교회 헌신예배: 7/26(금)

2. 전교인 여름 화단 정리 및 잡초 제거: 7/28(주)

3. 교육부 Field Trip: 7/28(주) 점심 친교 후

장소: Grayslake aquatic center

4. J-Gen Youth Retreat: 7/29(월) – 8/1(목)

5. 2019년도 전교인 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날짜: 9/1(주)~9/2(월) (9/2은 Labor’s Day 입니다.)

장소: Kentucky 주에 위치한 Ark Encounter (노아의 방주) 

숙소: Microtel Inn & Suites (79 Blackburn Ln, Dry Ridge, KY 41035) 

    문의: 전진홍 장로 

▶ 교우 소식

출타: 김병기(성민), 박성효(수경), 윤석연 

07/22 (월) 민수기 22:21-30 이사야 24-27 

07/23 (화)  민수기 22:31-41 이사야 28-30 

07/24 (수) 민수기 23:1-12 이사야 31-35 

07/25 (목) 민수기 23:13-26 이사야 36-39 

07/26 (금) 민수기 23:27~24:9 이사야 40-42 

07/27 (토) 민수기 24:10-19 이사야 43-44 

07/28 (주) 주일설교본문 이사야 45-48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1부: 오전 9시30분 / 2부: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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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배기원 ………………………… “임재”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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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23장………………………………    다함께 

● 교 독 문 ………………… 26번 (시편 104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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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2부) 예배찬송………………… 542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7절 ………………   다함께 

(2부) 찬양대 ………… “주 이름으로 승리하리” …………  코너스톤 찬양대 

말씀강해 …………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2)”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168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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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책임자 (다음순서)  담당자 

헌금위원       이현진 (전진홍)   안건국, 신현찬 

안내위원      전영란   김정혜 

주일친교       윤미숙 (전영란) 금주: 새롭게 하소서 순 – 이용필(영희) 

내주: 커밍 (Coming) 순 – 이현진(현희) 

강단 꽃 장식 전영란 

내주 기도 이현진 (유주일) 

아브라함/사라 선교회 헌신예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6장 30-44절)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2)>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7절 

◆ 서론.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이 머물 때

◆ 본론.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1. 부활의 시기

1)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이 이루어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친히 강림하시는 그 날

2. 부활의 성질

1) 신체적 부활

2) 부활한 육체와 영혼을 결합 하사 완전하게 만드심

3. 부활한 육체의 변화

1) ‘영화’ (Glorification)

= 부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몸과 영혼의 영광스러운 상태

4. 부활의 동시성

1) 죽은 자나 산 자나 차별없이, 동일하게 그리고 동시에

5. 악인의 부활

1)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 ‘영생’을 위한 부활

2)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 ‘영벌’을 위한 부활

◆ 결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

‘영화’란? 

“영화란 구원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이다. 이 영화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동안 죽은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죽음으로부터 살려 

내셔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고 살아 있는 모든 신자들의 육체

를 변화시켜서 모든 신자들이 일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것이다.” –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 

(“Glorification is the final step in the application of redemption. It will 

happen when Christ returns and raises from the dead the bodies of 

all believers for all time who have died, and reunites them with their 

souls, and changes the bodies of all believers who remain alive, 

thereby giving all believers at the same time perfect resurrection 

bodies like His own.”  By Wayne Grudem.) 

<고난을 주신 이유> 
대기업에 입사해 성공 가도를 달리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닮

아 학교에서 공부도 운동도 1등을 하며 매우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가끔 아들이

우울해 하는 것 같았지만 워낙 모범적인 아이였기에 사춘기라 그러려니 하고 넘

어갔습니다. 그러다 회사 업무로 해외출장을 떠나기 전 유난히 아들의 얼굴이 힘

들어 보이자 "남자가 왜 그리 어깨가 처져 있니? 좀 피고 다녀"라고 지나가듯 건

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출장을 떠나고 난 뒤 새벽, 아들은 아파트 5층

자신의 방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되

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걸 나는 몰랐을까? 무엇이 그토록 아이를 힘들게 만들

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동안 아들이 학교 폭력

으로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의

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가 생기지 않길 바

라며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라는 NOG를 만들었고,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

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책

을 쓴 김종기 이사장 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닌 하나

님께서 주신 특별한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온 

것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 고난 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