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17호(510)  2020.4.26. 

1.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 zoom 온라인 강의 개강

일정: 5월 매주 화, 목 오후 2시 (5월 5일 개강, 5월 28일 종강)

강사: 김창길 장로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재비: 무료

신청: 김영목 담임목사님께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부고

지난 4월 23일 목요일 오후 이현희 집사님의 부친이신 故 임순우 집사님

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

시고 이별의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기도와 메시지

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COVID 19 으로 인하여 모든 장례절차 진행 장

소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순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 : 04/28/2020 (화요일) 10:00 AM 

장소 : River Woods Funeral Chapels 

 205 S. RIVER RD. DES PLAINES, IL 60016 

하관 예배 : 04/28/2020 (화요일) 11:00 AM 

장소 : ALL SAINTS CATHOLIC CEMETERY  

  700 N. RIVER RD. DES PLAINES, IL 60016 

04/27 (월) 요 14:25-31 열왕기하 11-13 

04/28 (화) 요 15:1-8 열왕기하 14-16 

04/29 (수) 요 15:9-17 열왕기하 17-18 

04/30 (목) 요 15:18-27 열왕기하 19-21 

05/01 (금) 요 16:1-11 열왕기하 22-23 

05/02 (토) 요 16:12-24 열왕기하 24-25 

05/03 (주) 주일설교본문 역 대 상 1-2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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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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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14장 …………………………… 다함께 

 교 독 문 …………………… 15번 (시편 51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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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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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 ………………  열왕기상 19장 8-14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세미한 음성으로 주어진 말씀”……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 434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10장 1-14절) 

 

 

 

 

 

 

 

 

 

 

<세미한 음성으로 주어진 말씀> 
 

열왕기상 19장 8-14절 
 

 
 

◆ 서론. 삶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 본론. 세미한 음성으로 주어진 하나님 말씀 
 

1. 새 힘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2. 질문하시는 하나님 

 

1)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질문은 특별한 의도성을 가진다. 

=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 사람 자신의 영적 상황에 대하여 상고하게 하심 

 

2)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 성찰을 통해 그의 영적 상태를  

  점검케 하심 

 

3.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신 하나님 

 

1)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후 찾아온 세미한 소리 

= ‘세미한 소리’ (a gentle whisper)  

 

2) 동일한 질문을 두 번 물어보심  

= 9-10절 내용과 13-14절 내용이 같다. 

= 하나님의 현현 이후 다시 한 번 엘리야를 점검하심 

 

3) 오늘도 성경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 결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라 

 

 

 

 

 

 

 

 

 

 

 

 

 
< 행복을 위한 나눔 > 

 

미국 프로농구 NBA의 명문 올란도 매직의 부사장인 펫 윌리암스는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으며 또한 30여권의 책

을 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20대 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뛰어들어 큰 성공까지 거

둔 그는 또한 18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중 

혈연 관계인 자녀는 4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

고 입양을 한 아이들 중 상당수는 몸에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펫은 20명이 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대형 버스를 

구입했고,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앉을 수 있는 대형 

식 탁을 구매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또 아이

들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할 수 없는 희생과 투자입니다. 그러

나 그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고 돌보는 이유를 다음

과 같이 설 명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두고 보살피는 것은 저의 행복을 위해

서 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나눌 줄 알

아야 진정으로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행복

을 위한 저의 투자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옵니다. 이 행복은 실천하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목적은 우리가 

선 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이

웃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