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34호(527)  2020.8.23. 

1. 남선교회 연합 화단 정리: 8/30(주) 오후 1시 반

2. 한국 수재민 돕기 성금 모음:

  (헌금봉투 ‘내용’란에 ‘한국 수재민 돕기 성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8/24 (월) 고린도전서 7:25-35 에 스 겔 6-10 

8/25 (화) 고린도전서 7:36-40 에 스 겔 11-13 

8/26 (수) 고린도전서 8:1-7 에 스 겔 14-16 

8/27 (목) 고린도전서 8:8-13 에 스 겔 17-19 

8/28 (금) 시  편 116:1-7 에 스 겔 20-21 

8/29 (토) 시  편 116:8-19 에 스 겔 22-24 

8/30 (주) 주일설교본문 에 스 겔 25-27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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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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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41장 ………………………………  다함께 

● 교 독 문 ………………… 32번 (시편 143편) ……………………… 다함께 

● 사도신경 …………………………………………………………………      다함께      

대표기도……………………………………………………………  이강명 장로 

예배찬송…………………………  458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요나 2장 1-10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물고기 뱃속에서 만난 하나님”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64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기업 무를 자 보아스와 현숙한 여인 룻” (룻기 3장 1-18절) 

 

 

 

 

 

 

 

 

 

<물고기 뱃속에서 만난 하나님> 
 

요나 2장 1-10절 
 

 
 

◆ 서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 본론. 물고기 뱃속에서 만난 하나님 

 

1. 고난 중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1)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알게 되는 하나님 

=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은, 요나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함께하심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

여줌 

=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심 

 

2)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2. 쫓겨난 자를 다시 감싸 주시는 하나님 

1)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자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사 44:22)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

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2)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성숙케 하시기 위함 

=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음  

=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 결론. 물고기 뱃속 같은 세상에서 만날 하나님 

 

 

 

 

 

 

 

 

 

 

 

 

 

 
< 희망이 존재하는 곳 > 

 

영국의 유명한 화가 프레드릭 왈츠가 자신의 새로운 작품을 공개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두운 지구 위에 비파를 가슴에 끌어안고 쓰

러져 있는 여인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숨을 거둘 것 같았습니다. 

시력을 잃었는지 눈은 가려져 있었고 들고 있는 비파의 현은 한 

줄을 남기고는 모두 끊어져 있었습니다.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이었던 이 작품은 평론가들의 마음을 사로잡

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림을 보던 평론가들은 그림의 제목이 ‘절망’

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림의 모든 표현이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뒤 왈츠가 앞으로 나와 작품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작품의 이름은 ‘희망’입니다.” 

평론가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왈츠가 그 이유를 설

명했습니다. 

“희망 뒤에는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절망 뒤에만 희망

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기에 주님이란 희망이 존재할 수 있었습

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8월 16일 헌금통계 $2,5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