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04호(497) 2020.01.26. 

1.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 모집: (강사- 김창길 장로)

월요일 저녁 7시 (3월 2일 개강)

화요일 오전 9시 (3월 3일 개강)

2. 2019년도 세금 보고 자료가 준비 되었습니다.

(문의: 재정위원장 전진홍 장로) 

3. 한나/리브가 선교회 성경공부 1/30일 개강: 목요일 오전 10시 반

4. 선교회 회장단 모임: 오늘 오후 1시 15분

5. 새가족반 8기 모임: 오늘 오후 1시 30분

6. 선교회 월례회 및 기도회: 2/2(주)

▶ 2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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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우소식

* 출타: 박황래(혜덕), 이찬(민정)

01/27 (월) 딤후 3:1-9 출애굽기 30-32 

01/28 (화) 딤후 3:10-17 출애굽기 33-35 

01/29 (수) 딤후 4: 1-8 출애굽기 36-38 

01/30 (목) 딤후 4:9-18 출애굽기 39-40 

01/31 (금) 딤후 4:19-22 레 위 기 1-4 

02/01 (토) 요 1:1-14 레 위 기 5-7 

02/02 (주) 주일설교본문 레 위 기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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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장 ………………………………  다함께 

● 교 독 문 …………………… 3번 (시편 4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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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표원철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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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마가복음 1장 15절  ……………………  다함께 

(2부) 찬양대 ………………… “놀라워” ……………………………… 찬양대 

말씀강해 ……………… 하나님 나라 시리즈 (2) ……………   김영목 목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 송영찬송 ………………………  46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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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의 방주 순 – 유주일(근아) 

내주: 커밍 (Coming) 순 – 이현진(현희) 

강단 꽃 장식     전영란 

차량 운행      안건국            김경오, 신현찬 

내주 기도      이용필 (이강명)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2장 1-21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 

 
 

◆ 서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 본론.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1.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1) 구약 시대 하나님 나라관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가 오면 ‘이 세대’(This age)는 

끝나고 ‘새로운 새대’(The age to come)이 올 것이라 이해함    

(예. 열 두 제자의 하나님 나라 이해) 

 

2) 신약 시대 하나님 나라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이 세대’(This age)는 공존하고 있음 

예수님의 재림 시, 공존은 끝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됨 

 

3) 잘못된 하나님 나라관 

‘이 세대’(This age)에 예수님께서 오심.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 없이 이 세상은 계속되고,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로 이해함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 이해함) 

 

 

2.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1)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감 

         살아계신 하나님 vs 종이 하나님  

 

2)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 ‘감읍’(感泣) 

 

 

◆ 결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 경건 시간 > 

중국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스물 다섯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당

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말

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

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

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

되고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연주자가 악기를 조율하고 

음악회를 준비하듯 우리는 끊임없는 경건훈련을 통해 기도와 말씀을 읽

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해야 합니다. 경건훈련은 우리의 삶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맞춰지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

혼을 튜닝(tuning) 함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