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02호(495) 2020.01.12. 

1. 2020년도 주소록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2개씩)

2. 순모임: 1/11(토)-1/12(주)

3. PTA 후원행사: 1/19(주)

4. 제직회 헌신예배: 1/24(금)

5. 2019년도 성경읽기 1독 시상: 윤미숙 권사

▶ 교우소식

* 출타: 전진홍(영란)

▶ 2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2(주): 선교회 월례회/기도회 

8(토) -9(주): 순모임 

16(주): 정기당회 

23(주): 1/4분기 정기 제직회 

26(수): 사순절 시작 (4월 9일 목요일까지) 

28(금): 찬양대 헌신예배 

01/13 (월) 딤전 5:17-25 창 세 기 41-42 

01/14 (화)  딤전 6:1-5 창 세 기 43-45 

01/15 (수) 딤전 6:6-10 창 세 기 46-47 

01/16 (목) 딤전 6:11-16 창 세 기 48-50 

01/17 (금) 딤전 6:17-21 출애굽기 1-3 

01/18 (토) 딤후 1:1-5 출애굽기 4-6 

01/19 (주) 주일설교본문 출애굽기 7-9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1부: 오전 9시30분 / 2부: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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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배기원 ………………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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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14장 ………………………………  다함께 

● 교 독 문 …………………… 1번 (시편 1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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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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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봉헌 ………………………………………   (2부) 스데반/리브가 선교회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요한계시록 21장 3-4절  …………………    다함께 

(2부) 찬양대 ……………… “축제의 팡파르” ………………………  찬양대 

말씀강해 …………………… “하나님 나라”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93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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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책임자 (다음순서)  담당자 

헌금위원       전진홍 (김소림)    김경오, 안건국 

안내위원       전영란                              김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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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 샬롬 순 – 전진홍(영란) 

강단 꽃 장식     전영란 

차량 운행      안건국            김경오, 신현찬 

내주 기도      유주일 (표원철)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2장 14-41절)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3-4절 

 
 

◆ 서론.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 

 

◆ 본론. 하나님 나라 에 대한 네 가지 특성 

 

1. 참된 위로 

1) 최종적인 위로 

 

2) 궁극적인 위로 

 

2. 영원한 생명 

1) 사망이 없음 

 

2) 영원한 생명이 있음 

 

3. 기쁨 

1) 애통과 슬픔이 없음  

 

2) 기쁨이 충만함 

 

4. 해방 

1)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2) 연약함으로부터의 해방 

 

 

◆ 결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이뤄지는 하나님 나라 

 

 

 

 

 

 

 

 

 

 
<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줄> 

 

중동지역, 시리아의 한 강변으로 목동이 수백 마리의 양떼를 몰고 있었

습니다. 목동은 그 많은 양떼를 몰고 강을 건너려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싫어하는 양들을 몰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

에 여행 중이던 아들이 이를 이상히 여겨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하지만 얘야, 저 목동의 얼굴은 아무 걱정 없이 평온한 것 같구나.” 아들

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목동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양떼를 몰고 어떻게 강을 건너려고 합니까?” 목동은 대답했습니다. 

“하하하, 그야 간단하지요. 세상의 이치만 알면 말이에요.” 아들은 더욱 이

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가에선 양떼들이 ‘매애매애’하며 우왕좌왕하고 있

었습니다. 물을 본 새끼 양들 또한 놀란 눈으로 어미 양 옆에 바싹 붙어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목동은 겁먹은 눈으로 서 있는 많은 양들 가운

데서 귀여운 새끼 양 한 마리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자신의 어깨에 둘러

메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려고 저러지요?” “곧 알게 될 테니 두고 보

자꾸나.” 그제야 어머니는 목동이 양떼를 거느리고 강물을 건너는 방법을 

알았다는 듯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끼 양을 둘러멘 목동은 성큼

성큼 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폭은 넓었지만 물은 그다지 깊지 않았

습니다. 순간 새끼를 빼앗긴 어미 양이 몇 번인가 매애∼매애 하고 울더

니 강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찾으러 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어미가 뛰어들자 새끼들은 어미를 믿고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끈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험난한 인생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앞을 내딛지 못할 불안함에 가슴

이 떨릴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