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52호(545)        2020.12.27. 

1.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우편투표

2. 양육과정 2021년 1월 온라인(Zoom) 개강.

신청자 모집 (새가족반, 정착반, 기초반, 제자반) 

3. 송구영신 영상예배 12/31(목) 저녁 11시

 (1/1은 새벽예배와 금요예배가 없습니다.) 

4. 2021년부터 새벽예배 본문이 [매일성경]으로 변경됩니다.

5. 성경읽기를 완독하신 분들께서는 ‘2020년도 성경읽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까지 마감) 

12/28 (월) 미가 6:9-16 요한계시록 5-10 

12/29 (화) 미가 7:1-6 요한계시록 11-15 

12/30 (수) 미가 7:7-13 요한계시록 16-19 

12/31 (목) 미가 7:14-20 요한계시록 20-22 

01/01 (금) 눅 1:1-25 창 세 기 1-4 

01/02 (토) 눅 1:26-56 창 세 기 5-9 

01/03 (주) 눅 1:57-80 창 세 기 10-14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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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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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44장 ………………………………  다함께

● 교 독 문 ……………… 52번 (요한1서 4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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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예배찬송………………………… 464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시편 57편 7-8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다”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60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라” (로마서 12장 1-2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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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마음을 확장하다> 

시편 57편 7-8절 

◆ 서론. 겨울에 피는 꽃 

◆ 본론. 고난 가운데 마음을 확정하다 

1. 고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라

1) 확정되다 =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다

    =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림 

2)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사야 40:27-31)

2.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라

1) 절체절명의 위기 속 찬송하기를 선택한 다윗

2) 찬송 =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 43:21)

3) 찬송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 결론. 코로나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라 

<명확히 구하라> 

미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메인주의 한 시골에 목회자로 부임한 청년

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조용한 시골에는 성도도 몇 사람 없었고, 교회

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일거리가 없어 대충 일을 하며 

돈을 벌면 술집에서 흥청망청 쓰는 것이 대다수 마을 사람들의 일상이었

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며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안 

되는 성도를 모아 매일 밤 주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먼저 이웃에서 가장 

심한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수시로 찾아가 

안부를 묻자 알코올 중독자는 변화되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

도의 능력을 체험한 목사님과 성도들은 이번에는 다른 주민들을 위해 구

체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신도가 10명도 되지 않던 시골의 작은 교회는 1년 뒤 300명이 넘는 신도

가 출석하는 교회가 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명소가 됐습니다. 기

도의 힘을 체험한 청년 목사님은 이후 많은 기도에 대한 책을 쓰며 베스

트셀러 작가가 됐고 제2의 무디로 불리는 부흥사가 됐습니다. ‘기도의 능

력’을 쓴 R.A. 토레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명확히 구하는 기도에는 놀

라운 힘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소상히 주님께 고백하며 필요한 것

들을 분명히 구하십시오. 

 “큐티 365일”(나침반출판사)에서 발췌 

12월 20일 헌금통계 $6,44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