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05호(498) 2020.02.02. 

1.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 모집: (강사- 김창길 장로)

월요일 저녁 7시 (3월 2일 개강)

화요일 오전 10시 (3월 3일 개강)

2. 2019년도 세금 보고 자료가 준비 되었습니다.

(문의: 재정위원장 전진홍 장로) 

3. 선교회 월례회 및 기도회: 오늘 친교 후

4. 새가족반 8기 모임: 오늘 오후 1시 20분

5. 순장모임: 2/7(금)

6. 순모임: 2/8(토)-9(주)

▶ 2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16(주): 정기당회 

23(주): 1/4분기 정기 제직회 

26(수): 사순절 시작 (4월 9일 목요일까지) 

28(금): 찬양대 헌신예배 

▶ 교우소식

* 출타: 이찬(민정)

* 설교CD 관리 사역 : 임미라 집사, 육선자 집사

02/03 (월) 요 1:15-18 레 위 기 11-13 

02/04 (화) 요 1:19-28 레 위 기 14-15 

02/05 (수) 요 1:29-34 레 위 기 16-18 

02/06 (목) 요 1:35-42 레 위 기 19-21 

02/07 (금) 요 1:43-51 레 위 기 22-23 

02/08 (토) 요 2:1-12 레 위 기 24-25 

02/09 (주) 주일설교본문 레 위 기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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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장 ………………………………  다함께 

● 교 독 문 …………………… 4번 (시편 8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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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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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예배찬송………………… 102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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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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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찬양대 ……………… “아버지 품으로” ………………………  찬양대 

말씀강해 ……………… 하나님 나라 시리즈 (3) ……………   김영목 목사 

“회개하라” 

● 송영찬송 ………………………  495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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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책임자 (다음순서)  담당자 

헌금위원       김소림 (이용필)    박배훈, 박금영 

안내위원       전영란                              김정혜 

주일친교       전영란 (이경희)      금주: 커밍 (Coming) 순 – 이현진(현희) 

내주: 새롭게 하소서 순 – 표원철(민정) 

강단 꽃 장식     전영란 

차량 운행      안건국            박배훈, 전영란 

내주 기도      이강명 (이현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3장 16-41절)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 

 
 

◆ 서론. 회개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 본론.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회개하라”  

 

1. 회개에 대한 3가지 가장 흔한 오해들 

 

1) 감정적인 반응이 회개다 

 

2) 회개와 후회는 동일하다 

 

3) 회개는 완전한 변화를 뜻한다 

 

 

2. 진정한 회개란? 

1) 진정한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3. 진정한 회개의 세 가지 변화 

1) 관심사의 변화:  

나의 주 관심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2) 인간관계의 변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3) 예수님과의 관계 변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 결론. 진정한 회개의 트레이드마크가 나타나는 삶 

 

 

 

 

 

 

 

 

 

 

 

 
< 오직 하나님께 아뢰어라 > 

힐튼이 호텔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

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인생의 성공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앞으

로 네게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아뢰어

라. 그분이 네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어린 힐튼은 어머니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마음 한 구석에 이 말을 간직하며 살았습니

다. 힐튼은 군복무를 마치고 단돈 50달러를 쥐고 텍사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텍사스에다 은행 체인을 세우는 꿈을 불태우면서 열심히 일했습니

다. 호텔 마룻바닥을 닦는 막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고생

을 한 뒤에 모블리라는 노인이 운영하던 작은 호텔을 인수할 수 있었습

니다. 그리고 호텔왕이 된 것입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기에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자

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