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29(574)      20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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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26 (월) 사 48:12-22 이 사 야 40-42 

07/27 (화) 사 49:1-13 이 사 야 43-44 

07/28 (수) 사 49:14-50:3 이 사 야 45-48 

07/29 (목) 사 50:4-51:8 이 사 야 49-52 

07/30 (금) 사 51:9-16 이 사 야 53-57 

07/31 (토) 사 51:17-52:12 이 사 야 58-62 

08/01 (주) 사 52:13-53:12 이 사 야 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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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번 (104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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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용필 장로 

예배찬송…………………………  410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사도행전 5장 12~16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다 나음을 얻으니라”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58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거역 말라” (이사야 50장 4-1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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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믿음이 있는 교회

1)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한 죽음이었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예

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 예수가 내 영혼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2. 칭송을 받는 교회

1) 초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성도들은 힘 없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을 돌

보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등 구제활동과 선행에 최선

을 다했습니다.  

2) 비록 유대인들이 출교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거나 상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제와 선행을 보며 그들을 칭찬하고 존중했습니다.  

3) 우리의 삶은 세상(가정, 직장, 가게, 학교 등) 사람들에게 칭찬

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3. 치유가 있는 교회

1) 초대 교회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고치지 못

한 아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찾아왔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은 병든 자, 귀신들린 자를 다 고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지금도 치유의 역사

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육체적 질병, 영

혼의 문제, 인생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아픔

과 고통을 치유해 주실 수 있으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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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헌금통계 $2,07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