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40(589)     2021.10.10. 

1. 로마서 8장 암송 6주차: 로마서 8장 1-17절 (1차 중간점검)

2. 김우연 집사님께서 소파를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장숙희 집사님께서 핸드-세니타이저와 마스크를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3. PCA 한인중부노회 호스팅: 10/12(화)~13(수)

성도님들의 많은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4. 코너스톤 교회 창립 11주년 감사예배: 10/31(주)

창립감사예배는 EM&교육부와 연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10월 31일은 1부 예배가 없습니다. 

5. 각 선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후원을 위한 2021년도

선교헌금이 10월 31일(주일) 마감이 됩니다. 

10/11 (월) 출 29:35-46 마태복음 26 

10/12 (화) 출 30:1-16 마태복음 27-28 

10/13 (수) 출 30:17-38 마가복음 1-3 

10/14 (목) 출 31:1-18 마가복음 4-5 

10/15 (금) 출 32:1-14 마가복음 6-7 

10/16 (토) 출 32:15-35 마가복음 8-9 

10/17 (주) 출 33:1-11 마가복음 10-11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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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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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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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23장 ……………………………  다함께 

● 교 독 문 ……………… 37번 (이사야 40장[2])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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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예배찬송…………………………  88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사도행전 13장 2-3절 ………………………다함께 

말씀강해 …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성령의 인도하심”…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344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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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적인 시험” (출애굽기 32장 1-14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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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회가 경험하는 “피상성” 

1)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은 ‘피상성’입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피상

성’(superficiality)이란, 진중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태도 없이, 현

재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만족을 누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2)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변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보다는 

‘얕은 지적 만족’과 ‘인스턴트 훈련 프로그램’으로 무언가 시도하고 

있다는 심리적 명분을 세우는데 그치고 있다.”  

– 리차드 포스터, [영적 훈련과 성장] 

 

3) 피상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껍데기만 남

게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은 ‘영혼의 

암세포’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1)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얼

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는지,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나

님을 섬기는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 전부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심정으로 주

님을 찾았습니다. 

 

2)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났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

함과 구원 없이는 자신이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성도들에게 임했

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는 일에 

모든 삶을 ‘집중’했다는 데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을 한 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피상적인 태도로, 이도 저도 아닌 종교활동 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심

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잠8:17, 렘29:13). 

  

 

 

 

 

4)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

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지금 내가 마주한 

여러가지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에 비하면 사사로운 

것이다.’ 이런 태도와 자세로 마음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내려 

놓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3.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진중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 예배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

니다.  

 

2)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하는 일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탐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거

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만일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

케 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고집하며 육신에 속하여 살아간다면, 그

는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됩

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매우 심

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4) 진중한 태도로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 자신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확정한 사람, 바로 그와 같

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시

고,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10일 헌금통계 $3,5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