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26(571)     2021.7.4. 

1. 일리노이주 Phase 5 전환에 따른 예배 및 모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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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 8월 15일부터 주일예배 시 특별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 찬양 순서는 직분별 및 소그룹별로 진행됩니다. 

4 단계: 9월 12일부터 선교회/제직회/공동의회가 재개됩니다. 

2. 주일예배 후 소그룹 편성 (주보 안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회: 7/18(주)

4. 가을학기 성경대학 신약반 모집

기간: 12주  

일시 및 장소: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 본당 (매주 2시간씩) 

신청 마감: 8월 8일 

개강: 8월 17일 

5. 가을학기 훈련과정 개강

모집: 새가족반(4주) / 정착반(5주) / 기초반(12주) / 제자반(20주)

신청 마감: 8월 8일

개강: 8월 셋째 주

07/05 (월) 약 2:14-26 잠   언 1-5 

07/06 (화) 약 3:1-12 잠   언 6-10 

07/07 (수) 약 3:13-18 잠   언 11-14 

07/08 (목) 약 4:1-12 잠   언 15-19 

07/09 (금) 약 4:13-56 잠   언 20-23 

07/10 (토) 약 5:7-12 잠   언 24-28 

07/11 (주) 약 5:13-20 잠   언 29-31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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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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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32장 ………………………………  다함께

● 교 독 문 …………………… 23번 (98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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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전진홍 장로 

예배찬송…………………………  84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사도행전 3장 11-16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믿음으로 나타난 기적”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10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자랑 말라” (야고보서 3장 13-18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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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기적 

1) 선천적으로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했던 앉은뱅이, 그는 지난 40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다. 그를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그가 성전을 향하여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2)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은뱅이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

들이 영문을 알고자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사람들은 앉은뱅이가 

걷게 된 경위를 자세히 알고 싶어했다.  

Q1.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1) 베드로는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죽

음을 정복하신 주님께서 앉은뱅이 고치는 것이 대수롭겠는가? 베드

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 부활하심과 그 이름의 권능을 선포했다.  

2)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병든 몸을 치료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3) 야고보서 1장 6-8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Q2.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

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앉은뱅이를 고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의 경건함

때문도 아니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앉은뱅이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오직 앉은뱅이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2) 삶의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영

역이다.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적은 시작된다.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임하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 주일예배 후 소그룹 모임 편성 > 

(이름 가나다 순) 

김영목(지선) 

김병국(시내), 김보양, 김일웅, 김지미, 박성순,  

박성효(수경), 방영희, 염계숙, 유숙자, 유주일(근아),  

육선자, 이보종, 이시영(명희), 이준영(희숙), 최태영(경애) 

김소림(정혜) 

박황래(혜덕), 서정자, 이미자, 이용필(영희) 

안건국(정희) 

김우연, 유영아, 이현아, 장위수, Gina Edgell 

이현진(현희) 

김미현, 김병기(성민), 신현찬(영희), 이찬(민정), 이소영 

전진홍(영란) 

김경오(미연), 박정순, 성익제(제인), 조동순 

표원철(민정) 

박배훈(금영), 신태용(숙자), 장확실, 최복길 

한원봉(춘화) 

김옥경, 신재희, 장숙희 

6월 27일 헌금통계 $2,1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