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권-30호(472)      2019.7.28. 

1. 전교인 여름 화단 정리 및 잡초 제거: 오늘 점심 친교 후

- 다윗 선교회: 잡초제거

- 스데반 선교회: 주차장 제초제 살포

- 아브라함 선교회 및 여선교회: 화단 정리

2. 교육부 Field Trip: 오늘 점심 친교 후

장소: Grayslake aquatic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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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월) 오전 9시 교회서 출발

4. 7/29-8/1 새벽예배는 새벽기도회로 진행 됩니다.

5. 주일 차량 운행 봉사자 모집 (문의: 이찬 집사)

6. 8월 새 설교 시리즈 이해를 돕기 위한 신앙 도서 신청

- 제목: 죄와 은혜의 지배 (2005년 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

- 저자: 김남준 (열린교회 담임)

- 책값: $30 (도서 신청 문의: 전영란 권사)

7. 2019년도 전교인 수련회 신청 마감: 7/28(주)

(수련회 신청 문의: 전진홍 장로)

▶ 교우 소식

출타: 김정혜, 박성효 

07/29 (월) 민수기 24:20-25 이사야 49-52 

07/30 (화)  민수기 25:1-9 이사야 53-57 

07/31 (수) 민수기 25:10-18 이사야 58-62 

08/01 (목) 민수기 26:1-14 이사야 63-65 

08/02 (금) 민수기 26:15-37 이사야 66 

08/03 (토) 민수기 26:38-51 예레미야 1-3 

08/04 (주) 주일설교본문 예레미야 4-6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1부: 오전 9시30분 / 2부: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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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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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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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25장………………………………    다함께 

● 교 독 문 ………………… 27번 (시편 121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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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2부) 예배찬송………………… 262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0절 ………………    다함께 

(2부) 찬양대 ……………  “이 세상 험하고” ………………………… 찬양대 

말씀강해 ……………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544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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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책임자 (다음순서)  담당자 

헌금위원  이용필 (이현진)  안건국, 신현찬 

안내위원  전영란 김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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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 샬롬 순 – 전진홍(영란) 

강단 꽃 장식 전영란 

내주 기도 유주일 (이찬)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 (갈라디아서 1장 1-10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0절 

◆ 서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재림에 대한 오해

◆ 본론. 예수님의 재림 전 나타날 징조들

1. 여섯 가지 징조들

1)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 됨 (마24:14, 막13:10)

2) 큰 환란이 있음 (막13:7-8, 마24:15-22, 눅21:20-24)

3)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들 (막13:22, 마24:23-24)

4)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들 (막13:24-25, 마24:29-30,

눅21:25-27) 

5)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남 (살후 2:1-10)

6) 이스라엘의 구원 (롬 11:25-26)

2.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1) 갑작스러운 재림 (Sudden) = 예측할 수 없음

2) 가시적인 재림 (visible) = 모든 사람이 주의 재림을 볼 것

◆ 결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 즉 말세를 살

아가는 성도들 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님 오실 날

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

으니 설마 오늘도 내일도 안 오시겠지?”하고 생각하며 영적 경계

를 늦추고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반

드시 땅을 치며 슬피 울며 후회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항상 깨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

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반복의 힘 > 

‘잭 앤드라카’라는 이름의 소년은 친구의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잘 따르던 분이라 잭의 상심도 컸는데, 뒤늦게 

암을 발견해 손을 쓰지 못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잭은 이 말을 듣고 '첨

단 의학의 시대에 왜 췌장암은 조기발견율이 10% 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인터넷 감색을 통해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보던 과

학 저널을 통해 아이디어를 떠올린 잭은 실험을 해보고 싶어 관련 장비가 있는 

대학의 연구실에 메일을 보내 요청했습니다. 200군데의 대학에 요청 메일을 보냈

지만 유일하게 존스-홉킨스 대학에서만 승낙 메일이 왔습니다. 7개월 동안 5천 

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한 잭에게 승낙을 해준 마이트라 교수는 에디슨의 이야기

를 해주면서 격려하며 계속 도전해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연구를 통해 '100% 확률, 드는 비용 30원, 검사 기간 5분'인 검사 도구를 만들

어 냈습니다. 기존 검사보다 훨씬 높은 확률에, 3만배 정도 저렴하고, 시간은 

200배 절약되는 놀라운 결과 였습니다. 평범한 학생인 잭은 이 성과를 지난 

2010년 인텔이 주최하는 세계과학경진대회인 I.S.E.F. 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죄에 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난 날의 

과오를 돌아보며,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도하며 도전 하십

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