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26호(519)  2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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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월) 신명기 6:10-19 시  편 111-118 

6/30 (화) 신명기 6:20-25 시   편 119 

7/01 (수) 신명기 7:1-7 시   편 120-135 

7/02 (목) 신명기 7:8-11 시   편 136-142 

7/03 (금) 신명기 7:12-16 시   편 143-150 

7/04 (토) 신명기 7:17-26 잠   언 1-5 

7/05 (주) 주일설교본문 잠   언 6-10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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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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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79장 …………………………… 다함께 

 교 독 문 ………………… 23번 (시편 98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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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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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 ……………… 마가복음 4장 35~41절…………………    다함께 

말씀강해 ………… “큰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님” ……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 91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기드온과 삼백 용사” (사사기 6장 24절 -7장 25절) 

 

 

 

 

 

 

 

 

 

 

<큰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님> 
 

마가복음 4장 35~41절 
 

 
 

◆ 서론.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 본론. 큰 광풍 속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1.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1)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광풍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2)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 

 

2.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 

1) 큰 광풍을 맞이한 이들의 한 가지 희망 = 예수 그리스도 

2) 문제가 크다 하되, 하나님 보다 크겠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문제는 없다.) 

3)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큰 광풍을 이겨내는 삶 

 

 

 

 

 

 

 

 

 

 

 

 

 

 

 
< 참 평화 > 

 

톨스토이는 『참회록』 가운데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느꼈던 고

독과 공허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나의 신념의 기반 자체가 흔

들리고, 나 자신이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 

나의 인생을 지탱시켜 줄 아무런 힘도, 신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래서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서까래에 목을 

매어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집안에 끄나풀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 없애도록 했고, 또 내 인생과 불행을 순간적으로 

끝장내려는 유혹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사냥도 중지했다.” 

사람의 본성은 연약하기에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마

음의 참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은 무척 중요합니다. 당신의 모습은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

니다. 당신에게 무력감과 공허감이 찾아올 때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주님께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한 주,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진

실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6월 21일 헌금통계 $2,29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