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1호(546)         2021.01.03. 

1.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우편투표

2. [매일성경 1-2월] 큐티책 추가 주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회 (1/10)

01/04 (월) 눅 2:1-20 창 세 기 15-18 

01/05 (화) 눅 2:21-40 창 세 기 19-21 

01/06 (수) 눅 2:41-52 창 세 기 22-24 

01/07 (목) 눅 3:1-14 창 세 기 25-26 

01/08 (금) 눅 3:15-38 창 세 기 27-29 

01/09 (토) 눅 4:1-13 창 세 기 30-31 

01/10 (주) 눅 4:14-30 창 세 기 32-34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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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배기원 ……………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     다함께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9장 ………………………………  다함께

● 교 독 문 …………………… 67번 (신년예배)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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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전진홍 장로 

예배찬송…………………………  78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시편 84편 11-12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64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낙담과 좌절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스가랴 14장 20-2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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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시편 84편 11-12절 

◆ 서론. 새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 본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복 

1.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심

1)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2) ‘만군의 여호와’이시기에 능히 보호하신다.

2.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심

1) 은혜(좋은 것)를 베풀어 주신다.

2) 존귀하게 대하여 주신다.

◆ 결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승리를 기억하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촉망받는 신입 투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

에게는 최고가 될 수 있는 재능이 있었지만 정신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볼을 잘 던지다가도 한 번의 실수로 와르르 무너져내려 경기에 패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로 큰 슬럼프에 빠진 투수는 스포

츠 심리학의 대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처방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순간의 투구 장면을 짧게 만들어 최대한 자주 볼 것.” 

선수는 처방대로 실수를 할 때마다 자신의 완벽했던 투구를 떠올렸고, 그

때마다 거짓말처럼 슬럼프에서 벗어났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새가슴

으로 불렸던 투수는 이내 강철같은 담대함의 상징이 됐고 나중에는 가장 

큰 담력이 필요한 마무리 투수로 전향해 훗날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했습

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200승 150세이브라는 대기록을 거둔 존 

스몰츠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

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실수로 인해 낙담하고 

넘어지기보다는 전날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을 자주 생각하며, 금년에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 그리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

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하

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지난 어느 

해보다 가장 좋은 한 해가 되십시오. 

 “큐티 365일”(나침반출판사)에서 발췌 

12월 27일 헌금통계 $2,09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