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6호(551)         2021.02.07. 

1. 매일성경(QT책) 3-4월호 구매 신청 (수요일 마감)

전영란 권사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2월 당회: 2/7(주일)

02/08 (월) 눅 12:13-34 레 위 기 24-25 

02/09 (화) 눅 12:35-48 레 위 기 26-27 

02/10 (수) 눅 12:49-59 민 수 기 1-3 

02/11 (목) 눅 13:1-9 민 수 기 4-6 

02/12 (금) 눅 13:10-21 민 수 기 7 

02/13 (토) 눅 13:22-35 민 수 기 8-10 

02/14 (주) 눅 14:1-14 민 수 기 11-13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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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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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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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29장 ………………………………  다함께 

● 교 독 문 …………………… 6번 (시편 15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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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예배찬송…………………………  412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베드로전서 1장 22절 ……………………… 다함께 

말씀강해 ……………거룩한 삶을 위한 권면 (4) ……………  김영목 목사 

“서로 사랑하라” 
● 송영찬송 ……………………… 512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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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서 개관 시리즈 -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다” (욥기 40장 1-4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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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삶을 위한 권면 (4)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서론. ‘까리타스’(Caritas)의 사랑  

     “진리에 순종하여 깨끗하게 되다.” =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 거듭남 

 

      까리타스의 사랑 = “구원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신자 안에 새롭게 생겨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

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기의 이익에 집착하는 모든 이기심을 버린 사랑이다.” 

 

 

본론1. 진심으로 사랑하라  

“(순결한, 청결한) 마음으로” = “a pure heart” 

= ‘진실한 사랑’ vs ‘거짓 사랑’ (보여 주기식 사랑) 

 

본론2.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엑테노스) = “최선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 말로만 하는 사랑, 형식적인 사랑을 거부. 

=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모든 것을 쏟아 주신 사랑을 받음  

 

본론3.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자신을 부인하고 버린 제자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심 

 

 

 
 

 

 

 

 

 

 

 

 

 

 

 

 

 

 
< 반드시 인도하신다 > 

 

『극동방송 송신소는 소래포구 염전 인근에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외딴 뻘 밭에 40년 전부터 송신소를 세우고 자리를 잡았음에도 인근에 신

도시가 생기며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주민들이 살기 전부터 운영되던 송신

소였는데 고압선이 위험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송

신소를 이전해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극동방송 직원들이 처음에는 당황

했지만 송신소를 이전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했던 부지를 교회 장로님을 통해 최적

의 위치로 붙여주셨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기존 

송신소 부지의 땅값이 크게 올라 금전적으로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

다. 한국은 물론 중국과 북한에 더 강력한 전파를 보낼 수 있는 부지였고, 

까다로운 허가도 비교적 수월하게 받았습니다. 위기로 생각했던 순간이 선

교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 김장환 목사의 인생 메모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지 모를 때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

다. 하나님은 “손을 잡아 인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뜻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

는 상황에서도 순종하십시오.  

“큐티 365일”(나침반출판사)에서 발췌 

 

1월 31일 헌금통계 $2,10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