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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활절 예배 안내: 4/4(주)

다가오는 부활절 예배는 Drive-in예배로 진행됩니다. 이번 부

활절 예배는 한어권과 영어권의 연합예배가 아닌, 각 부서별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학교 자녀의 경우 동일하게 주일 

오전 9시에 Zoom을 통한 온라인예배로 진행됩니다. 

Youth/EM은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현장예배 및 Zoom을 통

한 온라인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2. 봄맞이 교회 대청소: 4/11(주)

3. 성경 찬송가 안내

2022년부터 성경은 현재 사용 중인 ‘개역한글성경’(1961년 출

판)에서 ‘개역개정성경’(제4판, 2005년 출판)으로 변경하여 사

용합니다. 찬송가는 ‘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올해 성경1독 하

신 분들께는 개역개정성경과 새찬송가를 선물로 드립니다. 

03/29 (월) 눅 22:39-53 사무엘상 18-20 

03/30 (화) 눅 22:54-71 사무엘상 21-23 

03/31 (수) 눅 23:1-12 사무엘상 24-25 

04/01 (목) 눅 23:13-25 사무엘상 26-28 

04/02 (금) 눅 23:26-43 사무엘상 29-31 

04/03 (토) 눅 23:44-56 사무엘하 1-3 

04/04 (주) 눅 24:1-12 사무엘하 4-6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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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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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49장 ………………………………  다함께

● 교 독 문 ………………… 58번 (종려주일)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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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전진홍 장로 

예배찬송…………………………  131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4장 8-9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베드로전서 강해 시리즈 (12) ………    김영목 목사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 송영찬송 ………………………… 523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반전의 길을 걷다” (누가복음 23장 26-43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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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9절 

들어가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8절)

1)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난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이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한 교회에 보내주셨다.

2) 모두를 피상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라.

Q. 한 사람을 정하였는가?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면 지금 품어라.

3) 한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다 보면, 치명적인 단점을 마주하게 됨

이 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단점을 덮어

주는 사랑을 택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에 상대방을 아 

프게 하고 상처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4) 사랑은 상대방의 많은 죄를 덮어주고 간과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2. 서로 원망없이 대접하라 (9절)

1) 섬기고 대접하는 일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과중 되어 교회 안에서

들리는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들… 

 “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나만 섬겨야 하는가?” 

   “왜 나는 아무도 안 돌보아 주는가?” 

2) 성도들 섬기는 일을 귀찮은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

로 삼아 사랑과 기쁨으로 성도들을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 

성도를 섬김 = 예수님을 섬김 (마태복음 25장 35-40절) 

3) 사랑은 언제나 희생이 따른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한 사람을 진실되이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 속에서만 생각과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참 사랑은 구체적인 섬김과 희생이 나타난다.

4)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상대방에게 섬김 받는 것을 당

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겸손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받되, 섬기는

이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결론. 영적인 어린이에서 영적인 부모로 자라가라. 

진실하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영적 청년’은 될 수 있어도 ‘영적 부모’

는 결코 될 수 없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

국 신앙생활이 자라지 못하고 정체된다.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되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을 열심으로 사랑하라. 원명과 불평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

기며 살아가라. 그러할 때 우리 모두는 영적 부모로 성장할 수 있다. 

3월 21일 헌금통계 $2,0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