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권-42호(484)  2019.10.20. 

1. 전교인 가을 대심방 (문의-전영란 권사)

2. 찬양대 성탄 칸타타를 위한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찬양대원 추가 모집 (문의: 윤석연 집사)

4. 교육부 PTA 간담회: 오늘 친교 후 1층 Cafeteria

5. 가을 전교인 대청소 및 월동준비: 오늘 친교 후

# 아브라함/사라- 뒷 뜰  

# 댜윗/한나- 친교실, Office(사무실), 부엌, 1층 Cafeteria 

# 스데반/리브가- 본당, 찬양대연습실, 계단  

# 교육부- Parking Lot, 교육부 예배실, 체육관 

6. 가을 효도식사 (아브라함/사라 선교회): 오늘 저녁

7. 창립 9주년 감사예배 및 은퇴예식: 10/27(주)

8. 2020년도 청지기/제직 임명: 10/27(주)

▶ 교우소식

출타: 김지미, 이민정, 이보종, 이시영 

▶ 11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3(주): 선교회 월례회/기도회, 순장/순모 세미나(3pm) 

Daylight Savings Time Ends (일광 절약시간 해제) 새벽2시→1시 

8(금): 제직 세미나 #1   

9(토)~10(주): 순모임 

10(주): 정기당회 

13(화)-17(토): 가을 특별새벽예배 

15(금): 제직 세미나 #2 

17(주): 추수감사주일(성찬식, 입교/세례식), 4/4분기 정기 제직회 

24(주): 연말 정기 공동의회 

10/21 (월) 전도서 8:1-8 누가복음 1-2 

10/22 (화)  전도서 8:9-17 누가복음 3-4 

10/23 (수) 전도서 9:1-6 누가복음 5-6 

10/24 (목) 전도서 9:7-12 누가복음 7-8 

10/25 (금) 전도서 9:13-18 누가복음 9-10 

10/26 (토) 전도서 10:1-11 누가복음 11-12 

10/27 (주) 주일설교본문 누가복음 13-15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1부: 오전 9시30분 / 2부: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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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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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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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27장 ………………………………  다함께 

● 교 독 문 ………………… 39번 (이사야 55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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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이용필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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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창세기 12장 1-13절 ……………………… 다함께 

(2부) 찬양대 ……………… “오직 성령이” …………………………  찬양대 

말씀강해 ………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올 때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55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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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책임자 (다음순서)  담당자 

헌금위원       김소림 (이용필)    이명희, 육선자 

안내위원       전영란                              김정혜 

주일친교       윤미숙 (전영란)      금주: 노아의 방주 순 – 유주일(근아) 

내주: 커밍(coming) 순 – 이현진(현희) 

강단 꽃 장식     전영란 

차량 운행      이  찬            신현찬, 정봉구 

내주 기도      이강명 (이현진) 
 

 

 
”부르심 받은 그 곳에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 
 

<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올 때 > 

창세기 12장 1-13절 

 
  

 

1. 믿음으로 긴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  

1) 머나 먼 여정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감 

2) 아브라함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인 이유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남 (v4) 

      

 

2. 약속의 땅에 찾아온 기근  

1)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찾아 온 약속의 땅  

2)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옴 

 

 

    3.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1) 기근이 찾아온 이유? 아브라함의 지리적 동선을 보라 

    그는 계속해서 가나안 변두리로 이동함 (v9) 

2)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심 

3) 인생의 기근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승리다> 

 

영국에 말을 더듬고 집중력이 약해 공부를 못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

은 사춘기가 되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

닫고 책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집중력을 길렀고 말을 더듬는 습관도 극복했습니

다. 그리고는 꿈에 그리던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2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3번째 당당히 합격자 명단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된 그는 중요한 전쟁터에 투입되었

지 만 작전의 실패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다시 탈출해 본 국으

로 돌아왔고, 이 과정을 통해 실패자가 아니라 전쟁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리고 정치인이 되어 수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히틀러에 맞서 불리했던 

전쟁을 승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명연설을 남 긴 윈스턴 처칠로 역사

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싸우다 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스스로 무릎을 꿇으

면 망할 수 밖에 없다”고 처칠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

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악과 싸워 질지라도 포기하

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반

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