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권-45호(487)  2019.11.10. 

1. 순모임: 9(토)~10(주)

2. 정기당회: 오늘 친교 후

3. 가을 특별새벽예배: 12(화)-16(토)

4. 제직 세미나 #2: 15(금)

5. 4/4분기 정기 제직회: 17(주)

6. 추수감사주일(성찬식, 입교/세례식): 24(주)

7. 연말 정기 공동의회: 24(주)

8. “Samaritan's Purse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에서 주관하는

Christmas Shoebox 신청 선착순 10명 

장난감 혹은 생필품. 중고용품 및 식용품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 김지선 전도사) 

▶ 교우소식

출타: 이시영, 장숙희 

11/11 (월) 계 3:14-22 사도행전 1-3 

11/12 (화)  계 4:1-11 사도행전 4-6 

11/13 (수) 계 5:1-8 사도행전 7-8 

11/14 (목) 계 5:9-14 사도행전 9-10 

11/15 (금) 계 6:1-8 사도행전 11-13 

11/16 (토) 계 6:9-17 사도행전 14-16 

11/17 (주) 주일설교본문 사도행전 17-19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1부: 오전 9시30분 / 2부: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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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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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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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9장 ………………………………  다함께 

● 교 독 문 ………………… 42번 (마태복음 5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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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전진홍 장로 

(2부) 예배찬송………………    88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창세기 3장 19절 ……………………… 다함께 

(2부) 찬양대 ………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  찬양대 

말씀강해 ……………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리즈 (2) ……      김영목 목사 

“죽음 아래 놓인 인간” 

● 송영찬송 ………………………  219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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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책임자 (다음순서)  담당자 

헌금위원       이용필 (이현진)    김병기, 김성민 

안내위원       전영란                              김정혜 

주일친교       전영란 (이경희)      금주: 잘 나가는 순 – 김소림(정혜) 

내주: 샬롬 순 – 전진홍(영란) 

강단 꽃 장식     전영란 

차량 운행      이  찬            김경오, 이영희 

내주 기도      김소림 (유주일) 
 

 

 
제직 세미나 #2 (고린도전서 9장 24-25절) 

 

< 죽음 아래 놓인 인간 > 

창세기 3장 19절 

 
 

◆ 서론. 천지창조 사건 =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함 
 

◆ 본론. 세상에 들어온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서 

1.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통의 원인 

1) 경제적 궁핍     2) 어긋난 대인 관계 

3) 무지            4) 부조리한 사회적 구조 

    

2.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 

1)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죽음이란 저주야 말로 고통의 원인 

2) 죄의 정의: 하나님을 거역함 / 하나님 의존하기를 거부함 

3) 아담의 대표성 (로마서 5장 12절) 

4) 죄의 실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 

5)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아담의 차이를 깨닫게 함) 

 

    3. 죄의 결과: 저주 아래 놓인 인간과 파괴된 세상 

1) 인간의 범죄로 인해 땅의 모든 육축과 짐승이 저주 받음 

2) 하와(여자)에 대한 징계: 해산의 고통.  

사랑의 대가로 지배를 받음 

3) 아담(남자)에 대한 징계: 땅이 저주를 받음 

                          생존을 위한 수고로운 노동 

                          흙으로 돌아감 

◆ 결론. 고통의 궁극적 원인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일제 시대 당시 산정현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투옥되었습니다. 그 중에 방장로는 

많은 매를 맞았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주목사를 업고 감방으로 들어갔습니

다. 그 날밤 주목사는 “장로님, 그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한 줄 한 줄 기도하듯 지은 시

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후에 이 시는 ‘다뉴브 강의 잔물결’ 곡조에 붙여 고난을 극복

하는 성가로 불려졌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을 비추누나. 연약하온 두 어

깨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한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

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십자가

의 고개 길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 가사를 묵상

하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주님, 주님께 생명을 드린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

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