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08호(501) 2020.02.23. 

1. 1/4분기 정기 제직회: 오늘 친교 후

2. 선교회 회장단 모임: 오늘 제직회 후

3. 사순절 시작: 2/26(수)~4/9(목)

4. 찬양대 헌신예배: 2/28(금)

5. 선교회 월례회 및 기도회: 3/1(주)

6.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 개강: 3/2(월) 저녁 7시

7. 사라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 개강: 3/4(수) 오전 10시

▶ 3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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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필(영희)

02/24 (월) 요 5:10-18 신 명 기 3-4 

02/25 (화) 요 5:19-29 신 명 기 5-8 

02/26 (수) 요 5:30-40 신 명 기 9-11 

02/27 (목) 요 5:41-47 신 명 기 12-15 

02/28 (금) 시 111:1-10 신 명 기 16-19 

02/29 (토) 시 112:1-10 신 명 기 20-23 

02/30 (주) 주일설교본문 신 명 기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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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장 ………………………………  다함께 

● 교 독 문 …………………… 7번 (시편 16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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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전진홍 장로 

(2부) 예배찬송………………… 204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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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누가복음 19장 1-10절  …………………  다함께 

(2부) 찬양대 ……………… “하나님의 은혜로” ……………………  찬양대 

말씀강해 …………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시리즈 (3) ……       김영목 목사 

“삭개오: 무한경쟁 가운데 있는 당신을 만나다.” 

● 송영찬송 ………………………  42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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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순 – 전진홍(영란) 

내주:  

강단 꽃 장식     전영란 

차량 운행      안건국            박배훈, 전영란 

내주 기도      김소림 () 
 

 
찬양대 헌신예배 - “우리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하라” (시편 81편 1-4절)  

 

<삭개오: 무한경쟁 가운데 있는 당신을 만나다.> 
 

누가복음 19장 1-10절 

 
 

 

◆ 서론.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 

 

◆ 본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1.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삭개오 

1)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삶이 변화한 자들에 대한 소문을 들음 

 

2)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삭개오 

 

2.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 

1)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 줌  

   =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함 

 

2)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은 네 배로 갚아 줌 

   = 지난 날 자신의 잘못과 죄를 시인함 

 

3.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구원 

1) 잃어버린 자 

    = 완전히 삶이 망가진 자, 완전히 삶이 파괴된 자 

 

      2)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인생이 없으심 

 

 

◆ 결론. 전쟁 같은 삶에 무너진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오신 예수 

          

 

 

 

 

 

 

 

 

 

 

 

 
< 진정한 금메달리스트 > 

 

국제 자동차 경주가 1980년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스위스 선수와 이탈리아 선수가 있었는

데 최강의 라이벌로 꼽혔습니다. 출발 신호를 알리는 깃발이 내려졌고 얼

마쯤 시간이 지나자 선두에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선수가 나란히 나섰습

니다. 그러나 골인 지점이 얼마 남지 않은 코너에서 이탈리아 선수가 속

도를 내는가 싶더니 방호벽을 무섭게 들이받았습니다. 승리는 분명히 스

위스 선수의 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위스 선수의 차가 이탈리아 

선수의 차 곁에 서더니 비상용 소화기를 꺼내 들고 화염에 휩싸인 차의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탈리아 선수는 생명을 구할 수 있

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다른 차들이 이미 골인 선을 통과했습니다. 세

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날의 우승자는 잊었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

승을 과감히 포기한 스위스 선수 필립 루의 이름은 경주 애호가들에게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

지만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마음의 눈,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메달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