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37호(530)        2020.9.13. 

1. 새가족반, 정착반 모집

(새가족반 4주 과정, 정착반 5주 과정)

2. 당회: 오늘 예배 후

9/14 (월) 고린도전서 12:12-26 호 세 아 10-14 

9/15 (화) 고린도전서 12:27-31 요    엘 1-3 

9/16 (수) 고린도전서 13:1-13 아 모 스 1-5 

9/17 (목) 고린도전서 14:1-12 아 모 스 6-9 

9/18 (금) 고린도전서 14:13-19 오 바 댜 1 

9/19 (토) 고린도전서 14:20-25 요  나 1-4 

9/20 (주) 주일설교본문 미  가 1-4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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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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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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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9장 …………………………………  다함께 

● 교 독 문 ………………… 35번 (이사야 35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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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전진홍 장로 

예배찬송………………………… 182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골로새서 1장 1-12절  …………………… 다함께 

말씀강해 …… “골로새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46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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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요엘 2장 1-17절) 

 

 

 

 

 

 

 

 

 

<골로새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골로새서 1장 1-12절 
 

 
 

◆ 서론. 골로새서의 배경 

   골로새서의 주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뿌리내린 풍성한 삶 

  골로새서의 키워드: 예수 그리스도를 ‘앎’(아는 것)과 ‘삶’(사는 것) 

◆ 본론. 바울의 기도 

1. 골로새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기도 

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 

2)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교회 

= ‘한계를 초월한 사랑’을 가진 교회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가진 교회 

3)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이 있는 교회 

 

2. 골로새교회를 위한 바울의 간구 기도 

1)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앎) 

‘신령한 지혜’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해력’ 

‘총명’ =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법을 깨닫는 ‘판단력’  

2) 교회가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 (삶) 

A. 열매를 맺고 자라 가는 삶 

B. 능력을 입는 삶 

C. 감사를 드리는 삶 

◆ 결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 

 

 

 

 

 

 

 

 

 

 

 

 

 

 

 

 

 
< 할 일을 하는 사람 >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는 고무나무 벌목을 주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무나무가 돈이 된다는 이유

로 무분별하게 벌목했고 묘목을 심지도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노인인 사디만은 나무를 자르기만 하면 가뭄을 대비할 수 

없고 홍수도 심해진다며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대

로 두었다가는 지역 전체가 피폐해질 것을 우려한 사디만은 지하수

를 저장하는 습성이 있는 반얀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묵

묵히 나무를 심는 사디만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돈도 안 되는 쓸데

없는 나무를 심는다며 손가락질을 했고, 때때로 방해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후 인도네시아 전역을 휩쓴 최악의 가뭄이 

덮쳤는데 유독 이 마을만은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디만이 수년

간 심은 수천 그루의 나무가 지하수를 저장해 가뭄에서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는 한 사람이 한 마을을 지키고 수천 명의 사람을 변화

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

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한 일입니다.  

 
9월 6일 헌금통계 $2,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