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36호(529)      2020.9.6. 

1. 새가족반, 정착반, 기초반 모집

(새가족반 4주 과정, 정착반 5주 과정, 기초반 12주)

2. 당회: 9/13(주)

3. 교우 소식

이사: 이강명 장로, 이경희 권사 (New Haven, Connecticut)

9/07 (월) 고린도전서 10:23-11:1 다 니 엘 1-2 

9/08 (화) 고린도전서 11:2-10 다 니 엘 3-4 

9/09 (수) 고린도전서 11:11-16 다 니 엘 5-7 

9/10 (목) 고린도전서 11:17-26 다 니 엘 8-10 

9/11 (금) 고린도전서 11:27-34 다 니 엘 11-12 

9/12 (토) 고린도전서 12:1-11 호 세 아 1-5 

9/13 (주) 주일설교본문 호 세 아 6-9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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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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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57장 ………………………………  다함께

● 교 독 문 …………………… 34번 (잠언 3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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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예배찬송…………………………  88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요나 4장 1-11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박 넝쿨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93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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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날과 메뚜기 재앙” (요엘 1장 1-20절) 

<박 넝쿨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 

요나 4장 1-11절 

1.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1)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돌이키심 

= v2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 도무지 용서 받지 못할 죄인조차 용서하시는 하나님 

2) 자격이 있어야 사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요나

= 요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니느웨(앗수르)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화가 났다. 

3) 인간의 교만함이 가지고 온 비극

= 교만은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리다”고 생각하게 함 

= 질투는 교만에서 시작 됨 

= “질투는 영혼의 종기이며, 교만은 영혼의 암덩어리” 

2. 박 넝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심

1)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 하룻밤 사이 있다 사라진 박 넝쿨을 아낀 요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혼을 아끼지 않으시겠는가? 

=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 포기하지 않으면 > 

미국 텍사스주의 한 마을에 엄청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수도 있다는 경고에 지역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하고 있었는데 대피 중이던 차량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

랑에 빠졌습니다. 이 차는 거꾸로 뒤집혀 도랑에 빠져 있었고 몰아

치는 비바람에 물줄기가 거세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피 중이던 마을 사람들은 도랑에 빠진 차를 보자마자 차

를 멈추고 구조를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물길을 몸으로 막으며 겨우 

차량의 문을 연 사람들은 4명의 가족을 구출했고, 부모님과 큰딸은 

무사 했지만 갓난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다가오고 구조대원도 언제 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톰이라는 남자는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은 구조대에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아기는 곧 숨을 

쉬었고 폭풍 속에서도 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 도랑에 뛰어든 사람

들 덕분에 한 가족은 무사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

람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8월 30일 헌금통계 $4,55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