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권-35호(477)   2019.9.1. 

1. 전교인수련회: 9/1(주)~9/2(월)

2. 순장모임: 9/6(금)

3. 순모임: 9/7(토)~9/8(주)

4. 기관장 모임: 9/2

▶ 교우 소식

순원 추가 편성: 방영희, 유숙자 (새롭게 하소서 순) 

09/02 (월) 고후 1:1-11 에 스 겔 32-33 

09/03 (화)  고후 1:12-22 에 스 겔 34-36 

09/04 (수) 고후 1:23-2:4 에 스 겔 37-39 

09/05 (목) 고후 2:5-11 에 스 겔 40-42 

09/06 (금) 고후 2:12-17 에 스 겔 43-45 

09/07 (토) 고후 3:1-11 에 스 겔 46-48 

09/08 (주) 주일설교본문 다 니 엘 1-2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1부: 오전 9시30분 / 2부: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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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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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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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36장 ………………………………  다함께 

● 교 독 문 ………………… 32번 (시편 143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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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2부) 예배찬송………………… 101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창세기 7장 1-24절 ………………………다함께 

(2부) 찬양대 ……………  “왕 되신 주 하나님”………………………찬양대 

말씀강해 ………………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344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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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책임자 (다음순서)  담당자 

헌금위원       전진홍 (김소림)     김병기, 김성민 

안내위원       전영란                      김정혜  

주일친교       이경희 (윤미숙)      금주: 전교인 수련회 (샬롬 순) 

내주: 잘 나가는 순 – 김소림(정혜) 

강단 꽃 장식     전영란 

차량 운행      이  찬             

내주 기도      이강명 (김소림) 
 

 

 
”예수의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 
 

<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 

창세기 7장 1-24절 

 
 

1. 대홍수: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1) 아담 이후 죄악이 만연한 세상 

2)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는 하나님 

3) 대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심 

4) 온 우주 만물을 향하신 최후의 심판 

 

   2. 노아의 방주: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1)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간 노아 

      2)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3)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심 

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3. 노아의 방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1) 120년간 지은 방주 (= 120년간 전도함) 

  2) 무시할 수 없는 크기의 건축물 (= 명백하게 심판을 증거함) 

높이 135m, 폭 22m, 13m 

      미식축구장의 1.5배 길이 / 현대식 4층 건물보다 높음 

  3) 120년간 사람들에게 대홍수를 증거했으나 믿은 사람 없음. 

      노아의 가족 8사람만 구원 받음 

   

대홍수처럼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

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37~39) 

 

 

 

 

 

 

 

 

 

 

 

 

 

 

 

 

 

 

 

 

 

 

 

 

 

 

 

 

 

 

 

 

 

 

 

 

 

 
< 한 사람의 회개 > 

 

통일이 되기 전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돌연 폴란드를 방문 했습니다. 

그는 나치에 희생된 유태인들을 기리는 위령탑을 찾아갔는데, 비 오는 날이라 바

닥이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었고 오랜 시간 고개를 숙여 기도 했습니

다.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오랜 시간 핍박을 받았던 유럽의 나라들은 이 사건

을 계기로 독일이라는 나라에 조금씩 마음 문을 열고 화해를 받아 주었습니다. 

이 당시 빌리 브란트의 사죄를 보도한 신문 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달

았습니다. "한 사람의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독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다." 

한 사람의 잘못이 미치는 파급 효과만큼 한 사람의 용기와 회개가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기독교인들은 극히 일부라고 

말하기보다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