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42호(535)      2020.10.18. 

1. 교회 창립 10주년 “Drive-In 온가족 연합예배”: 10/25(주) 오전 11시

(1) 찬송가와 성경책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활한 주차와 예배진행을 위하여 15분 전에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주일예배 주보는 주차장 입구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4) 떡과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우편투표가 10월 24일로 마감됩니다.

우편투표 일정 

10월 24일 유효표 마감일(24일 이후 도착한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됨) 

10월 25일 주일예배 광고시간을 통해 우편투표 결과 공표 

3. 선교회별로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후원을 위한 모금이 10월 25일로 마감됩니다.

10/19 (월) 신명기 22:13-21 마가복음 14 

10/20 (화) 신명기 22:22-30 마가복음 15-16 

10/21 (수) 신명기 23:1-8 누가복음 1-2 

10/22 (목) 신명기 23:9-14 누가복음 3-4 

10/23 (금) 신명기 23:15-25 누가복음 5-6 

10/24 (토) 신명기 24:1-22 누가복음 7-8 

10/25 (주) 주일설교본문 누가복음 9-10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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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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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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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48장 ………………………………  다함께 

● 교 독 문 ………………… 40번 (이사야 58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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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전진홍 장로 

예배찬송………………………… 434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골로새서 2장 11-15절  ……………………  다함께 

말씀강해 ………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사역” ………김영목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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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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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 10-16절)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사역> 
 

골로새서 2장 11-15절 
  

 

◆ 서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 

◆ 본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사역 

1. 그리스도의 할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았음 

1) 그리스도의 할례로 죄가 완전히 끊어짐 

2)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구원받기 위한 

추가적 조치 필요 없음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

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팀 켈러 

3)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우리가 단지 믿음만 남는 믿

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We are saved by faith alone, 

but the faith that saves is never alone.”) – 마틴 루터 

2.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 

1)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의미함 

2)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

는 것을 의미함 

3.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사함 

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심  

2)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심 

◆ 결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속사역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삶 

 

 

 

 

 

 
 

 

 

 

 

 

 

 

 

 

 

 

 

 

 

 

 

 

 

 
<복음의 응급상황> 

 

미국의 예술가 벤 피언리의 전시회 ‘응급상황 대처법’에 출품된 작품들 

중에는 소화전을 울리는 비상벨 안에 벨 대신에 두툼한 피자가 들어있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유리 앞에는 ‘응급상황에는 유리를 깨고 섭취하십시오’

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위급할 때 여시오’라는 구급상자의 뚜껑을 

열면 형형색색의 도넛 여러 개가 구급약 대신에 들어있고, ‘하루 종일 춤을 

추게 됨. 의사에게 갈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이 적혀있고 소화기에는 와

인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이를 비롯해 다양한 ‘응급상황’에

서 사용되는 도구들이 음식을 담는 도구로 재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벤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 가장 위급하게 느

끼며 재빠르게 대처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허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작품들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살 수 없

기에 민감해지는 것처럼 영의 궁핍함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

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채우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복음을 

전하십시오 

10월 11일 헌금통계 $1,8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