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25호(518)  2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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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라/유니아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수요일 오전 9시

3. 남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7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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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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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월) 신명기 5:1-10 시  편 70-76 

6/23 (화) 신명기 5:11-15 시  편 77-81 

6/24 (수) 신명기 5:16-21 시  편 82-88 

6/25 (목) 신명기 5:22-27 시  편 89-95 

6/26 (금) 신명기 5:28-33 시  편 96-103 

6/27 (토) 신명기 6:1-9 시  편 104-106 

6/28 (주) 주일설교본문 시  편 107-110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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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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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50장 …………………………… 다함께 

 교 독 문 ………………… 22번 (시편 96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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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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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 ……………… 마가복음 4장 1~20절……………………   다함께 

말씀강해 …………… “좋은 밭에 뿌린 씨앗”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 544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여룹바알로 재탄생한 기드온” (사사기 6장 1-32절) 

 

 

 

 

 

 

 

 

 

 

<좋은 밭에 뿌린 씨앗> 
 

마가복음 4장 1~20절 
 

 
 

◆ 서론. 최고급 씨앗을 뿌려 주신 농부 하나님 

◆ 본론. 네 가지 마음 밭 

1. 첫 번째 마음 밭: 길가 

1) 길가와 같이 단단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을 의미 

2) 씨앗을 먹는 공중의 새는 사단을 의미 

3) 길가 같은 마음 밭은 영적 성장을 할 수 없다 

 

2. 두 번째 마음 밭: 흙이 얇은 돌밭 

1) 돌덩이들은 말씀이 마음 속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삶의 고통과 문제들을 의미 

2) ‘냄비 신앙’ vs ‘뚝배기 신앙’ 

3) 씨앗이 자라면 열매를 맺듯이, 신앙이 자라면 변화하고, 

은혜가 자라면 성숙한다. 

 

3. 세 번째 마음 밭: 가시떨기 밭 

1) 가시떨기가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빼앗아 감 

2) 염려의 가시떨기, 욕심의 가시떨기를 잘라버리라. 

 

4. 네 번째 마음 밭: 좋은 땅 

1) 좋은 땅은 앞서 이야기한 세가지 땅에 있는 단점들이  

모두 제거된 땅 

2) 생명의 열매, 말씀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 결론. 영적 거목으로 자라나라 

 

 

 

 

 

 

 

 

 

 

 

 

 
< 하나님을 만나니 > 

 

마이크 버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1974년 19세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 2년 동안 큰 시련을 겪

었습니다. 동생이 풋볼을 하다가 목을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

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45세의 젊고 인자하신 아버지가 심

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이크의 실망은 너무나 컸

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 일들이 일어났

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더욱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가 살아 계셨더라면 큰 품으로 나를 안아 주셨을 텐데. 그러면 내 

가슴이 시원할 텐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숙사에서 성

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

유를 읽을 때,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큰 

팔을 벌리고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

님께서 그에게 입을 맞추시고 그의 고통을 씻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이크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달려와서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꼈을 때 그

의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본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6월 14일 헌금통계 $5,3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