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20호(513)  2020.5.17. 

1. 한나/리브가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화요일 오전 10시

2. 유니아/사라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수요일 오전 10시

3. 순장 온라인 기도회 5/20 수요일 저녁 7시

4. 남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5/27 수요일 저녁 7시

5. 새가족반, 정착반, 기초반 신청자 모집

(새가족반 4주 과정, 정착반 5주 과정, 기초반 12주)

5/18 (월) 요 19:38-42 역 대 상 20-22 

5/19 (화) 요 20:1-10 역 대 상 23-25 

5/20 (수) 요 20:11-18 역 대 하 26-28 

5/21 (목) 요 20:19-23 역 대 하 29-31 

5/22 (금) 요 20:24-29 역 대 하 32-33 

5/23 (토) 요 20:30-31 역 대 하 34-25 

5/24 (주) 주일설교본문 역 대 하 36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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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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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25장 ……………………………  다함께 

 교 독 문 …………………… 17번 (시편 65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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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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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 ………………  마태복음 14장 22-33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베드로, 물 위를 걷다.”…………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 495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삶“ (여호수아 15장 13-19절) 

 

 

 

 

 

 

 

 

 

 

<베드로, 물 위를 걷다.> 
 

마태복음 14장 22-33절 
 

 
 

◆ 서론. 행복을 찾아서 

 

◆ 본론. 폭풍우를 만난 베드로 

 

1. 고난은 겸손하게 한다. 

1)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난 베드로 

= 평생 자신 있던 바다 위에서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됨 

2) 고난은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함 

3)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  

 

2. 고난은 성장하게 한다.  

1) 밤 사경에 찾아오신 예수님 

= 가장 춥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심 

      2)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 평상시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됨 

3)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게 됨  

 

3. 고난은 새롭게 도전하게 한다. 

1) 물 위를 걷고자 한 베드로 

= 배 밖으로 나감 (도전과 모험) 

2) 고난이 베드로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감행하게 함 

3) 의심을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라 

 

◆ 결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 

 

 

 

 

 

 

 

 

 

 

 

 

 

 

 

 

 
 

< 낙타와 주인 >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

니다.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길 기다리며, 또 새 날이 시작되

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 주는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 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 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낙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무릎

을 꿇고 있습니까? 주님이 실어주는 짐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 당신에게 짐을 얹어 주어도 우리는 불

평하기 쉽습니다. 새에게 날개는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날 수 있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항해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에

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짐들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

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짐과 영적인 짐을 짊어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부터 아침을 열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겠다는 다

짐을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