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06호(499) 2020.02.09. 

1. 새가족반 8기 모임: 오늘 오후 1시 20분

2. 순모임: 2/8(토)-9(주)

3. 교육부 FMSC: 2/14(금) 교회서 저녁 7시 반 출발

4. 1/4분기 정기 제직회: 23(주)

5. 사순절 시작: 2/26(수)~4/9(목)

6. 찬양대 헌신예배: 28(금)

▶ 3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1(주): 선교회 월례회/기도회 

입교/학습/세례 신청 (부활절까지 교육)  

4(수): 사라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 개강 (오전 10시) 

7(토) – 8(주): 순모임 

8(주): Daylight Savings Time Begins(일광 절약시간 시작): 새벽1시 → 2시 

13(금) 스데반/리브가 헌신예배 

15(주): 정기당회 

22(주): 기관장 모임(2020년 4-6월 사역계획) 

▶ 교우소식

* 출타: 이찬(민정)

02/10 (월) 요 2:13-25 민 수 기 1-3 

02/11 (화) 요 3:1-7 민 수 기 4-6 

02/12 (수) 요 3:8-15 민 수 기 7  

02/13 (목) 요 3:16-21 민 수 기 8-10 

02/14 (금) 요 3:22-30 민 수 기 11-13 

02/15 (토) 요 3:31-36 민 수 기 14-15 

02/16 (주) 주일설교본문 민 수 기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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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장 ………………………………  다함께 

● 교 독 문 …………………… 5번 (시편 13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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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이강명 장로 

(2부) 예배찬송………………… 193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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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누가복음 7장 11-17절  …………………   다함께 

(2부) 찬양대 ……………… “나 바꾸소서” …………………………  찬양대 

말씀강해 …………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시리즈 (1) ……       김영목 목사 

“나인성 과부: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을 만나다” 

● 송영찬송 ………………………  539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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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하소서 순 – 표원철(민정) 

내주: 잘 나가는 순 – 김소림(정혜) 

강단 꽃 장식     전영란 

차량 운행      안건국            박배훈, 전영란 

내주 기도      이현진 (전진홍) 
 

 
“그리스도인의 삶과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인성 과부: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을 만나다> 
 

누가복음 7장 11-17절 

 
 

 

◆ 서론. 예수가 만난 사람들 

 

◆ 본론.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예수님  

 

1. 기쁨의 도시 ‘나인’에 찾아온 슬픔 

1) ‘나인’ 뜻 = 기쁘다. 아름답다 

 

2) 나인성 과부의 상황: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잃다.  

 

2.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1) “불쌍히 여기사…” =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가슴 깊이 애타는 심정으로 느끼는 아픔 

 

2)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 부정하게 여겨지는 

   시체에 가까이 오시고, 부정한 관에 손을 대심으로써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심 

 

  

3. 예기치 못한 기쁨 

1) 죽은 아들의 부활 

 

      2) 돌보시는 하나님을 깨달음 

 

 

◆ 결론.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 한국의 슈바이처 >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한 한 학생이 집에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미래가 

암담했던 이 학생은 신앙을 갖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 농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를 받은 그는 교잡종 

옥수수를 개발하는 데 전력을 쏟았습니다. 아침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씩 빠졌지만, 대머리가 될 정도의 그의 집념은 대성공을 거두게 했습니다. 

동일 면적에서 과거에 비해 3배 이상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처음엔 무

시하고 싸늘하게 대했던 농민들도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나이지리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아프리카 옥수수 농사의 가장 큰 적인 악마의 풀에 저항력을 가진 신품

종을 개발해 냅니다. 그 이후로 그에게는 ‘한국의 슈바이처’, ‘아프리카 대

륙을 배불리 먹이는 사람’, ‘아프리카인 보다 아프리카를 더 사랑하는 한

국인’이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옥수수 박사 김순권 교수

입니다. 식량개선을 위해 쏟았던 그의 집념과 실천은 신앙에서 비롯된 것

입니다. 신앙은 내가 가진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신앙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

는 힘으로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더욱 알차게 살아 가시길 축복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