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47호(540)       2020.11.22. 

1. 2021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개인당 벽걸이용 1개, 탁상용 2개씩) 

2. 11월 20일(금) 발효된 일리노이주 코로나19 제재 3단계 인해,

모든 예배 참여 인원이 1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11/23 (월) 신명기 32:26-35 로 마 서 4-7 

11/24 (화) 신명기 32:36-44 로 마 서 8-10 

11/25 (수) 신명기 32:45-52 로 마 서 11-14 

11/26 (목) 신명기 33:1-11 로 마 서 15-16 

11/27 (금) 신명기 33:12-21 고린도전서 1-5 

11/28 (토) 신명기 33:22-29 고린도전서 6-9 

11/29 (주) 주일설교본문 고린도전서 10-13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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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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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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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28장 ………………………………  다함께 

● 교 독 문 ………………… 64번 (감사절 [1])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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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용필 장로 

예배찬송………………………… 307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 다함께 

말씀강해 ……………… “감사: 일. 이. 삶”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310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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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하박국 2장 4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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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일, 이,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 서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 본론. 범사에 감사하라 

 

1. 일상에 대하여 감사하라 

1)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다.  

2) 일상의 감사가 일생의 감사가 된다.  

 

 

2. 이제까지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라  

1)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2)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조차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3.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1) 즐겁고 기쁜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  

2) 시련이란 보자기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3)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시련으로 단련시킨다.  

 

 

◆ 결론. 감사의 씨앗을 심어,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7살의 이력서>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소스톤 경찰서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올해 7살인 할차란이에요. 저는 반드시 경찰이 되고 싶어요. 제가 

경찰이 되면 은행과 보석상을 털려는 강도들을 막을 거예요.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강도가 던지는 물건을 피할 수 있고, 높은 곳에서도 잘 뛰어내리는 

용기 있는 아이에요. 그리고 경찰은 집중력과 좋은 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저는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 등산을 열심히 하고 있고, 물건을 둔 장

소를 잘 기억하니까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를 경찰이 되게 도

와주세요.” 소스톤의 경찰들은 진심 어린 편지에 감동해 할차란에게 ‘특별 

경찰’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줬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

며, 나는 어떤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더욱 신경 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타

인의 시선이 아닌, 주님이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 365일”(나침반출판사)에서 발췌 

11월 15일 헌금통계 $2,1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