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09호(502)   2020.3.1. 

1. 선교회 월례회 및 기도회: 오늘 친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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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순장 모임: 3/6(금) 

4. 순모임: 3/7(토)~3/8(주)

5, Daylight Savings Time Begins(일광 절약시간 시작: 8(주) 

새벽1시 → 2시 

6. 스데반/리브가 헌신예배: 3/13(금)

7. 기관장 모임 (2020년 4-6월 사역계획): 3/22(주)

8.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 개강 연기

월요일반: 3/23(월) 저녁 7시  

화요일반: 3/24(화) 오전 10시 

▶ 교우소식

* 출타: 이찬

03/02 (월) 요 6:1-15 신 명 기 28-29 

03/03 (화) 요 6:16-21 신 명 기 30-31 

03/04 (수) 요 6:22-36 신 명 기 32-34 

03/05 (목) 요 6:37-51 여호수아 1-4 

03/06 (금) 요 6:52-59 여호수아 5-7 

03/07 (토) 요 6:60-71 여호수아 8-9 

03/08 (주) 주일설교본문 여호수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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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장 ………………………………  다함께 

● 교 독 문 …………………… 8번 (시편 19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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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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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예배찬송………………… 205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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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누가복음 5장 1-11절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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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강해 …………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시리즈 (4) ……       김영목 목사 

“베드로: 바쁘고 피곤한 당신을 만나다.” 

● 송영찬송 ………………………  313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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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책임자 (다음순서)  담당자 

헌금위원       이현진 (이용필)    박혜덕, 임미라 

안내위원       전영란                              김정혜 

주일친교       전영란 (이경희)      금주: 노아의 방주 순 – 유주일(근아) 

내주: 커밍 (Coming) 순 – 이현진(현희) 

강단 꽃 장식     전영란 

차량 운행      안건국             

내주 기도      유주일 (표원철)     
 

 
“라합과 정탐꾼” (여호수아 2장 1-24절)  

 

<베드로: 바쁘고 피곤한 당신을 만나다.> 
 

누가복음 5장 1-11절 

 
 

 

◆ 서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 

 

◆ 본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1. 빈 배와 같은 인생 

1) 밤새도록 일했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 

   빈 그물과 빈 배 = 실패한 인생 

2)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 

 

2.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1) 베드로의 배에 오르심 

   =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심 

2)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심 (베드로도 함께 말씀을 듣게 됨) 

3)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심 

   =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 

 

3.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삶이 펼쳐짐 

1)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짐, 두 배가 잠김 

    = 순종의 결과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됨 

      2)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고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됨          

= 베드로의 회심 

      3)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감 

         =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새로운 삶이 시작 됨 

         = 역사에 길이 남을 인생으로 살아감 

         

 

◆ 결론. 바쁘고 피곤한 삶의 현장에 찾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1.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아프면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합니다. 

2.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습니다. 특히, 화장

실을 다녀온 후, 식사 전, 코를 풀었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 한 후에는 반

드시 손을 씻습니다. 물과 비누가 없으면 적어도 60% 알코올이 함유된 

알코올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손이 눈에 띄게 더러워지면 항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

니다. (교회 곳곳에 핸드 세니타이저를 비취 해 두었습니다.) 

3. 아픈 사람과 밀접 접촉(컵이나 식기 공유 등)을 제한합니다. 

4. 자주 만지는 물건 및 표면을 가정용 세척제나 물티슈로 세척, 소독합니다. 

5.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휴지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립니다. 

6. 휴지가 없으면 (손이 아닌) 옷소매로 가립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7.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기 (해외 방문 시 교회에 보고 부탁  

드립니다.) 

 

 

 

 

 
<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삶에 감동과 축복을 기대하며 택한 교회와 사람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미리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엠

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믿는 자들과

의 연락을 중단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슬픔의 이유를 물으시며, 그들의 상처

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불꽃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가 도망가는 제자가 될 때 저에게 소망을 주시며 변화를 주시

며 격려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