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16호(509)  2020.4.19. 

1. 온라인 예배: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 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새벽예배와 금요찬양예배 말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4/20 (월) 요 13:1-11 열왕기상 18-19 

04/21 (화) 요 13:12-20 열왕기상 20-21 

04/22 (수) 요 13:21-30 열왕기상 22 

04/23 (목) 요 13:31-38 열왕기하 1-3 

04/24 (금) 요 14:1-11 열왕기하 4-5 

04/25 (토)   요 14:12-24 열왕기하 6-8 

04/26 (주) 주일설교본문 열왕기하 9-10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예배의 부름 ………………… 요한복음 4장 24절 ……………………  사회자 

 예배기원 ………………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     다함께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9장 ……………………………… 다함께 

 교 독 문 …………………… 14번 (시편 46편) ……………………      다함께 

 사도신경 …………………………………………………………………     다함께 

 광    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열왕기상 19장 1-8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지친 그대여 일어나 먹어라”………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 539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세상의 속임수를 경계하라” (여호수아 9장 1-27절) 

 

 

 

 

 

 

 

 

 

 

<지친 그대여 일어나 먹어라> 
 

열왕기상 19장 1-8절 
 

 
 

◆ 서론. 불안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세상 

 

◆ 본론. 지친 엘리야와 그를 먹이신 하나님 
 

1. 엘리야에게 찾아온 영적 침체 

 

1)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 의욕상실, 좌절함, 죽기를 바람 

 

2)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영적 침체의 원인: ‘두려움’(염려) 

 

1)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 함 = 두려움이 찾아옴 

 

2) 극심한 스트레스가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함 

 

3. 영적 침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1)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도 채워주신다.)  

 

2) 엘리야를 위해 친히 ‘밥상’을 차려 주시는 하나님 

 

 

◆ 결론. 지친 그대여 하나님 은혜의 밥상을 먹고 다시 일어나라! 

 

 

         

 

 
 

 

 

 

 

 

 

 

 

 

 

 

 

 

 
< 최고의 처방전 > 

 

헨리 매튜 워드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부속품도 필요없고, 건전지

도 필요없다. 다달이 돈 낼 필요도 없고 소모품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은행금리와도 상관없으며 세금부담도 없다. 도둑맞을 염려도 없고 시

간이 지나 퇴색할 염려도 없다. 한 가지 사이즈에 모두가 맞으며 질

리지도 않는다.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가장 동적인 결과를 낳는

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행복감을 키워준다. 절망을 물리쳐 

주며 당신의 눈을 빛나게 하고, 스스로 당신 자신을 존중하게 해준다. 

감기, 얼굴에 난 종기, 골절상에도 효과가 있으며 불치병까지도 극적

으로 낫게 한다. 이 약은 특히 가슴에 난 상처에 특효약이다. 이 약

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혈액순환까지도 바로 잡아준다. 이것이야말

로 완벽한 약이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옆을 

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처방해 준 약이 필요한 사람

입니다. 

“(롬 13: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