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44호(537)       2020.11.1. 

1. 새벽예배 녹음이 현장예배 녹음으로 변경됩니다. (7시반-8시 사이 업데이트 됨) 

교회 홈페이지 새벽예배 업데이트 시간 오전 8시 

2. 2021년도 제직/청지기 임명 

11/02 (월) 신명기 28:1-14 요한복음 4-5 

11/03 (화) 신명기 28:15-24 요한복음 6 

11/04 (수) 신명기 28:25-35 요한복음 7-8 

11/05 (목) 신명기 28:36-46 요한복음 9-10 

11/06 (금) 신명기 28:47-57 요한복음 11-12 

11/07 (토) 신명기 28:58-68 요한복음 13-15 

11/08 (주) 주일설교본문 요한복음 16-17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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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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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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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50장 ………………………………  다함께 

● 교 독 문 ………………… 42번 (마태복음 5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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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예배찬송………………………… 253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골로새서 3장 1-4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위의 것을 추구하라”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219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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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미가 6장 8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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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것을 추구하라> 
 

골로새서 3장 1-4절 
  

 

◆ 서론.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가? 

  

◆ 본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1. 위의 것을 찾으라  

1)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자가 추구해야 하는 삶 

=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말아라 

 

2) 위의 것이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분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권면함 

 

3)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

을 가지고 살아야 함  

 

2.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 

1)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 

 

2)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함께 영

광의 승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 

 

결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생각의 방향전환을 이루어라.  

 

 

 

 

 

 
 

 

 

 

 

 

 

 

 

 

 

 

 

 

 

 

 

 

 

 
<그럼에도 감사하라> 

 

미국에서 군선교를 하는 멀린 케로더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 

한탄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겐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 8년째 병상에 

누워 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감사하라

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8년간 그 고

생을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감사를 하라니요? 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뜻이 맞을까요?” 찾아온 성도가 얼마나 고생

을 하는지 알기에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위로의 기도만 해준 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성도가 세상 어디에도 없을 환한 미소를 

띠며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

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모든 것을 체념하

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8년 동안 힘든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의 위로들

이 떠오르더군요. 그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 날에 갑자기 딸이 정신을 차렸

습니다.” 기쁨 중에도, 환란 중에도 주님께 드릴 것은 오로지 감사뿐입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언제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10월 25일 헌금통계 $6,47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