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권-49호(490) 2019.12.08.. 

1. 정기당회: 오늘 친교 후

2. 기관장 모임(2020년 1-3월 사역 계획): 12/15(주)

3. 성탄주일예배: 12/22(주)

4. 연합 성탄절예배 및 찬양대 성탄 칸타타: 12/25(수) 오전 11:00

5. Youth Winter Retreat “AF1”: 12/26(목) – 28(토)

6. 송구영신예배: 12/31(화)

7. Christmas Eve Carol 신청 12/24(화) 오후 4시 교회서 출발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가정은 게시판에 Sign up 해주시기 바랍니다.)

8. 2020년도 [날마다 솟는 샘물] QT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QT 신청 문의 전영란 권사)

▶ 교우소식

출타: 이시영 

12/09 (월) 계 17:1-8 골 로 새 서 1-4 

12/10 (화)  계 17:9-18 데살로니가전서 1-5 

12/11 (수) 계 18:1-8 데살로니가후서 1-3 

12/12 (목) 계 18:9-20 디모데전서 1-6 

12/13 (금) 계 18:21-24 디모데후서 1-4 

12/14 (토) 계 19:1-10 디 도 서 1-3 

12/15 (주) 주일설교본문 빌 레 몬 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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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번 (강림절 [1])……………………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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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이찬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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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봉헌 …………………………………………………………………   다함께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사도행전 20장 21절  …………………   다함께 

(2부) 찬양대 ………………… “어느 때나” …………………………  찬양대 

말씀강해 …………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리즈 (5) ………      김영목 목사 

“회심: 회개와 믿음” 

● 송영찬송 ………………………  377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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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책임자 (다음순서)  담당자 

헌금위원       이현진 (전진홍)    박혜덕, 조동순 

안내위원       전영란                              김정혜 

주일친교       이경희 (윤미숙)      금주: 새롭게 하소서 순 – 표원철(민정) 

내주: 잘 나가는 순 – 김소림(정혜) 

강단 꽃 장식     전영란 

차량 운행      안건국            김경오, 안건국 

내주 기도      이용필 (이강명)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 

 

<회심: 회개와 믿음> 

사도행전 20장 21절 

 
 

◆ 서론. 회심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본론. 회심에 대하여  

1. 회개: 죄에 대한 회개 

1) 회개는 죄에 대한 영혼의 변화 

= 회개는 도덕적인 악에 대한 인간의 마음의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라, 보다 특별한 본질적인 영혼의 변화임 

 

2) 인격적인 반응으로서의 회개 

= 죄가 무엇인지 아는 지적인 요소, 죄를 범한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하는 정서적인 요소,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됨 

 

2.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1)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보는 것이다” (민수기 21장) 

 

2) 믿음이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주 예수 밖에 없음을  

확신하는 것  

(세상은 이 땅의 자원들을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 가르침. 믿음은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예수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확신하는 것) 

 

3)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포함함 

 

4)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남 

  =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님 

 

◆ 결론. 회심은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고백 되고 나타나야 하는 사건이다. 

 

 

 

 

 

 

 

 

 

 

 

 

 

 

 

 
<인고의 세월> 

길러진 천재 강수진. 수년 전 MBC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성공시대’를 

통해 공개된 발레리나 강수진의 망가진 발 사진은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

다. 울퉁불퉁 굳은살에 단 한군데도 성한 데가 없는 발은 월드 스타의 반

열에 오른 한 발레리나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뼈를 깎는 노력을 입증해 

주는 증표였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입단 후 

군무단원으로 7년이나 있었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초를 

튼튼히 했고 많은 책과 오페라 등을 보면서 자신의 배역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최고의 솔리스트가 되었을 때는 클래식 발레에서부터 모

던 발레까지 어떤 스타일의 작품도 소화해 낼 수 있는 감각을 키웠습니

다.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에 그녀는 서열 제1위인 프리마 무용수임에도 

거만하지 않습니다. 단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언제나 밝은 미소로 

대하기에,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양에 차

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갖고 있는데 주어진 일은 소소한 일에 불과합니

까? 그렇다면 강수진 씨를 생각하며 당신의 자리에서 기초를 닦으십시오. 

“주님,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성실히 일하게 하시고, 상사의 자리에 

앉게 되면 작은 자리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잠 25:13).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마 2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