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25(570)     2021.6.27. 

1. 일리노이주 Phase 5 전환에 따른 예배 및 모임 안내

1 단계: 7월 4일부터 주일학교 주일예배가 현장예배로 전환됩니다.

2 단계: 7월 11일부터 주일예배 후 친교 및 소그룹 모임을 가집니다.

새로운 소그룹 편성은 7월 첫째 주에 발표됩니다. 

3 단계: 8월 15일부터 주일예배 시 특별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 찬양 순서는 직분별 및 소그룹별로 진행됩니다.  

4 단계: 9월 12일부터 순모임/선교회/제직회/공동의회가 재개됩니다. 

2. 야외예배 축도 후 순서

1) 단체 사진

2) 점심 식사

3) 공원 걷기

4) 휴식 및 교제

5) 마침 기도

6) 자유롭게 교제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담임목사 PCA 총회 참석: 6/28(월)~7/2(금)

6/29(화)~7/2(금) 새벽예배가 없습니다.

06/28 (월) 잠 30:18-33 시   편 104-106 

06/29 (화) 잠 31:1-9 시   편 107-110 

06/30 (수) 잠 31:10-31 시   편 111-118 

07/01 (목) 약 1:1-11 시   편 119 

07/02 (금) 약 1:12-18 시   편 120-135 

07/03 (토) 약 1:19-27 시   편 136-142 

07/04 (주) 약 2:1-13 시   편 143-150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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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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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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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79장 ………………………………  다함께 

● 교 독 문 …………………… 22번 (96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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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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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요한일서 3장 16-18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서로 사랑하는 교회”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88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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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경영” (잠언 21장 1-14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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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사랑하는 교회 > 

요한일서 3장 16-18절 
  

 

1.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1) 요한복음 15장 13-14절 

“(요 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 15:14)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차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

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

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2. 희생이 있는 사랑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희생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2)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서로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 

 

3. 행함이 있는 사랑  

1) 희생적인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눈에 보이

는 사랑’을 하고, ‘손에 잡히는 사랑’을 해야 한다. 말로만 때우는 식

의 사랑은 무의미하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은 실제적이어야 하

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2) 행함의 크기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푸는 

작은 관심과 친절도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작은 것도 좋다.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도록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려

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형제(이웃)를 사랑하자. 

 

 

 

 

 

 

 

 

 

 

 

 

 

 

 

 

 

 

 

 

 

 

 

 

 

 

 

 

 

 

 

 

 

 

 

 

6월 20일 헌금통계 $2,96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