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24호(517)  2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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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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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남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7시

4. “어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반 6/9 온라인 개강. 매주 화&목 오전 7시 30분

5. 코로나19 이웃돕기 및 시카고 시위 약탈 피해 이웃돕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얼마 전 시카고 시위 후에 일어난 약탈

로 피해를 입은 한인 업체들을 돕는 일에 코너스톤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사랑

의 나눔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Pay to the order of’는 ‘Cornerstone Church’로 기입 하시되 헌금봉투에 ‘구제헌금 

- 코로나19 이웃돕기’ 또는 ‘구제헌금 - 피해 한인 업체 돕기’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

니다.) 

6. 새벽예배 현장예배 6/23일부터 재개

새벽예배 현장예배가 6월23일(화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예

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예배 참

석 시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순장님들을 통해 주일 오후 문자/카카오톡으로 

전달 될 것 입니다.) 

1. 현장예배 사전등록

2. 개인보호 장비 착용 (마스크, 장갑)

3. 발열 검사

4. 헌금은 본당 입구에 준비된 헌금함 사용

5. 손 소독

6. 본당 좌석 사회적 거리 유지

7. 예배 후 지정된 출구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퇴실

6/15 (월) 신명기 4:1-8 시  편 19-27 

6/16 (화) 신명기 4:9-14 시  편 28-34 

6/17 (수) 신명기 4:15-24 시  편 35-40 

6/18 (목) 신명기 4:25-31 시  편 41-48 

6/19 (금) 신명기 4:32-40 시  편 49-56 

6/20 (토) 신명기 4:41-49 시  편 57-65 

6/21 (주) 주일설교본문 시  편 66-69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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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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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48장 …………………………… 다함께 

 교 독 문 ………………… 21번 (시편 95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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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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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 ……………… 마가복음 3장 7~19절……………………   다함께 

말씀강해 ……… “열두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 376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사사 드보라의 리더십” (사사기 4장 1-24절) 

 

 

 

 

 

 

 

 

 

 

<열두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마가복음 3장 7~19절 
 

 
 

◆ 서론. 지혜를 가르쳐 줄 스승을 찾았는가? 

 

◆ 본론. 제자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1.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1)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무리’는 현상을 좇아간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간다.  

2)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  

3) 우리는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2.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 받은 사람들 

1)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택하심  

= 무작위적 선택이 아니라, 밤샘 기도를 통한 신중한 선택 

= 인간적 요소를 통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이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의 자부심 

 

3. 제자의 사명 

1) 예수님과 함께함 =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배움 

2) 전도를 위해서 =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 

3) 귀신을 쫓아냄 =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함 

 

◆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 주님께서 하시는 일 > 

 

"서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도 우쭐하지 않았습니

다. 바나바와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곳 

사람들이 그들을 제우스와 웅변의 신으로 여기면서 제사를 지내

려고 했지만, 그들은 옷을 찢으며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극구만류하며 하나님께 인도했습니

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과 아그립바 왕은 그의 연설 소

리를 들은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아첨하자 그 칭찬에 도취했다

가 죽고 말았습니다. 

중심이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는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칭찬 받을 때, 모든 일이 잘될 때, 더

욱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칭찬받는 것은 우리의 덕이 아니라 예수

님께서 하신 일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

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7일 헌금통계 $2,30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