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27(572)      20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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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회: 7/14(수)

3. 가을학기 성경대학 신약반 모집

기간: 12주  

일시 및 장소: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 본당 (매주 2시간씩) 

신청 마감: 8월 8일 

개강: 8월 17일 

4. 가을학기 훈련과정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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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마감: 8월 8일

개강: 8월 셋째 주

5. 담임목사님 출타로 7/20(화)~23(금)은 새벽예배가 없습니다.

07/12 (월) 사 40:1-11 전 도 서 1-5 

07/13 (화) 사 40:12-31 전 도 서 6-8 

07/14 (수) 사 41:1-20 전 도 서 9-12 

07/15 (목) 사 41:21-29 아 가 서 1-4 

07/16 (금) 사 42:1-25 아 가 서 5-8 

07/17 (토) 사 43:1-13 이 사 야 1-4 

07/18 (주) 사 43:14-28 이 사 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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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번 (100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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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예배찬송…………………………  417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사도행전 4장 1-21절 …………………         다함께 

말씀강해 ……………… “가둘 수 없는 복음”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15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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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말라” (이사야 42장 1-9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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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둘 수 없는 복음  

1)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파하

는 것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 5천명이 하루에 회심하고 예수님

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을 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다른 사사람들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3) 사탄은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복음

을 전파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과 같이 세상은 지금

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복

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4) 복음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해도 복음은 

강합니다. 우리는 무능해도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갇혀도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2. 가둘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1) 세상이 복음을 가둘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복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복음의 중심에 계신 구주 예

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

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승리였습니다. 

 

2)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그를 무덤에 묻

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덤도 죽음도 예수를 감출 수는 없었

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무덤에 묻음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의 사랑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

님의 사랑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3. 가둘 수 없는 우리의 믿음 

1)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가둘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믿음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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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경, 박배훈(금영), 박황래(혜덕), 서정자, 신재희, 이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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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원봉(춘화) 

 

 

 

표원철(민정) 

이용필(영희) 신태용(숙자), 장숙희, 장확실, 최복길 

 

 

7월 4일 헌금통계 $4,6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