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19호(512)  2020.5.10. 

1. 새가족반, 정착반, 기초반 온라인(zoom) 개강

일정: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오후 2시

   (새가족반 4주 과정, 정착반 5주 과정) 

5/11 (월) 요 18:19-27 역 대 상 26-28 

5/12 (화) 요 18:28-38 역 대 상 29 

5/13 (수) 요 18:38-19:11 역 대 하 1-4 

5/14 (목) 요 19:12-22 역 대 하 5-7 

5/15 (금) 요 19:23-30 역 대 하 8-11 

5/16 (토) 요 19:31-37 역 대 하 12-16 

5/17 (주) 주일설교본문 역 대 하 17-19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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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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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23장 …………………………… 다함께 

 교 독 문 …………………… 72번 (어버이주일)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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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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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 ………………  마태복음 4장 19-20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베드로, 제자로 부름받다.”… ……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 493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6-15절) 

 

 

 

 

 

 

 

 

 

 

<베드로, 제자로 부름받다.> 
 

마태복음 4장 19-20절 
 

 
 

◆ 서론. 여행의 고수 

 

◆ 본론. 베드로, 제자로 부름받다. 

 

1. 예수를 위해 버리다. 

1) ‘그물’을 버린 베드로  

=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 

2) 세상 욕심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 

3)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길은 '자기 부인’ 

= 자기부인이란,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함  

 

2. 예수를 좇아가다. 

1)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 모든 인생은 언제나 무엇인가 좇아가고 있다. 

2)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갔다.  

=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 

 

 

◆ 결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이 되라 

 

 

 

 

 

 

 

 

 

 

 

 

 

 

 

 
< 교통 법규와 영국 수상 >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 급한 일 때문에 운전사에게 차를 급

히 몰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수상을 태운 자동차가 과

속으로 달리는 것을 보고 재빨리 차를 세웠습니다. “수상께서 

타셨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운전사가 말했습

니다. “알고 있지만 과속은 과속입니다. 딱지를 떼겠으니 벌금

을 내십시오.” 경찰관이 끄덕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처칠이 직

접 나섰습니다. “이봐! 내가 누군 줄 아나?” 처칠이 그 특유의 

여송연을 입에 문 채 언성을 높였습니다. “예, 얼굴은 수상 각

하와 비슷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은 비슷하질 않습니다.” 그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처칠은 범칙금을 물었습니다. 

처칠은 의회에서 업무를 마치고 올라와 경시총감을 불렀습니

다. 그리고 그 경찰관을 불러 특진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하지

만 경시총감은 과속차를 적발했다고 특진 시키는 규정은 없다

고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을 지키는 것이 감동을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은 은혜

와 감동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