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28(573)      2021.7.18. 

1. 가을학기 성경대학 신약반 모집

기간: 12주  

일시 및 장소: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 본당 (매주 2시간씩) 

신청 마감: 8월 8일 

개강: 8월 17일 

2. 가을학기 훈련과정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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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마감: 8월 8일

개강: 8월 셋째 주

3. 9월 주일예배 차량 운전자 모집

(약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소요됨)

4. 담임목사님 출타(휴가)로 7/20(화)~23(금)은 새벽예배가 없습니다.

07/19 (월) 사 44:1-20 이 사 야 9-13 

07/20 (화) 사 44:21-45:7 이 사 야 14-17 

07/21 (수) 사 45:8-17 이 사 야 18-23 

07/22 (목) 사 45:18-25 이 사 야 24-27 

07/23 (금) 사 46:1-13 이 사 야 28-30 

07/24 (토) 사 47:1-15 이 사 야 31-35 

07/25 (주) 사 48:1-11 이 사 야 36-39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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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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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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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31장 ………………………………  다함께 

● 교 독 문 …………………… 25번 (103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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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예배찬송…………………………  406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 ~ 5장 11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나눔이 있는 공동체”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24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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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말라” (이사야 45장 18-25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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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눔이 있는 공동체  

1) 1세기 예루살렘 도시 안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한 성도들은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참 사랑과 나눔의 소식

은 유대 사회로 하여금 교회를 존경하고 칭찬하게 만들었습니다.  
 

2)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나눔이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강압적인 설득이나 공동체의 억

압에 의한 헌신이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섬김과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초대교회 성도

들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서로의 소유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3)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눔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2. 바나바 요셉 

1)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Son of Encouragement), 

혹은 ‘위로자’ (Son of Comfort)란 뜻입니다. 바나바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줄 아는 성

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섬기

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매매 

대금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바나바 뿐

만 아니라 이미 여러 성도들이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든 형제자매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의 어려운 지체들을 섬

겼습니다. 
 

3. 아니나아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 

1)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

회를 속이려고 했을 때, 사실상 그들은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

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

를 속임으로써 사실상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

부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2) 사람에게 받는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삶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진심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나눔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코너스톤 교회 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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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헌금통계 $2,1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