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50호(543)        2020.12.13. 

1. 헌금을 우편으로 발송 시 다음의 새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O Box 44 Grayslake, IL 60030 

2.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투표가 이번주 토요일(19일)에

마감됩니다.

우편투표 일정 

12월 19일 유효표 마감일(19일 이후 도착한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됨) 

12월 20일 주일예배 광고시간을 통해 우편투표 결과 공표 

3. 금요예배는 현장예배 없이, 실시간영상예배로 진행됩니다.

4. 당회(12/13)

5. 양육과정 2021년 1월 온라인(Zoom) 개강.

신청자 모집 (새가족반, 정착반, 기초반, 제자반) 

12/14 (월) 미가 2:1-5 디도서 1-3 

12/15 (화) 미가 2:6-13 빌레몬서 1 

12/16 (수) 미가 3:1-4 히브리서 1-5 

12/17 (목) 미가 3:5-8 히브리서 6-9 

12/18 (금) 미가 3:9-12 히브리서 10-11 

12/19 (토) 미가 4:1-5 히브리서 12-13 

12/20 (주) 주일설교본문 야고보서 1-5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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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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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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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32장 ………………………………  다함께 

● 교 독 문 ……………… 46번 (요한복음 14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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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예배찬송…………………………… 133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마태복음 1장 1절  …………………………다함께 

말씀강해 ………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93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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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담과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스가랴 9장 9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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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 
  

 

◆ 서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 본론. 마태가 들려준 이야기  

 

1.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1)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2) 네 자손이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3)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2.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1) 네 몸에서 날 자기 네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2) 네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3) 네 후손이 세운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의 왕권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 결론.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게마트리아 (Gematria)  

옛 이스라엘에서 사용되었던 유대교의 수비학. 숫자를 이용하여 히브리

어 단어나 문장을 암호화하는 방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몇 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 북서쪽에서 거대한 산불이 났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관들이 대거 출동했지만 삽시간에 퍼지는 불길을 막기에

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눈앞에 번지는 산불을 막지 못한 채 불길을 피해 

철수하는 한 소방관의 귀에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보

니 불길 속에서 작은 토끼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소방관은 지체없이 달

려가 아기 토끼를 구했고,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줬습니다. 거대한 

불길 속에 작은 토끼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던 소방관의 모습은 한 기자

의 카메라에 찍혔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

습니다. 이 소방관은 큰 산불을 막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한 것도 아

니었습니다. 하지만 위급한 와중에도 작은 생명을 놓치지 않고 구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할 수 없지만, 내 곁에 있는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하나님이 허

락하신 귀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만큼 중요

한 일은 없습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큐티 365일”(나침반출판사)에서 발췌 

12월 6일 헌금통계 $2,06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