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45(594)     2021.11.14. 

1. 로마서 8장 암송 11주차. 2차 점검: 로마서 8장 18-30절

2. [개역개정성경] 주문 신청을 받습니다. (마감 11월 말)

성경 주문 희망 시, 본당 로비에 비치된 ‘성경주문신청서’에

신청자 이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직회 세미나 #2: 11/19(금)

4. 추수감사주일예배: 11/21(주일)

추수감사주일예배는 EM&교육부와 연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11월 21일은 1부 예배가 없습니다. 

5. 4/4분기 정기 제직회: 11/28(주)

11/15 (월) 삿 7:1-14 사도행전 11-13 

11/16 (화) 삿 7:15-25 사도행전 14-16 

11/17 (수) 삿 8:1-21 사도행전 17-19 

11/18 (목) 삿 8:22-35 사도행전 20-22 

11/19 (금) 삿 9:1-6 사도행전 23-25 

11/20 (토) 삿 9:7-21 사도행전 26-28 

11/21 (주) 삿 9:22-45 사도행전 28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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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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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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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55장 ………………………………  다함께 

● 교 독 문 ………………… 41번 (이사야 65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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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용필 장로 

예배찬송…………………………  86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사도행전 18장 24-28절 …………………  다함께 

말씀강해 ……………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64장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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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직세미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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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는 많은 학문적인 훈련을 

받았고, 특히 구약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

는 회당에서 가르칠 정도로 탁월한 성경교사였으나, 그가 가

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부분적일 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2)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

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그들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성

경학자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수의 죽음과 부

활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

서 가르쳤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3)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천막

제작하는 일을 하는 평신도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

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영적 부모로 성장하

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은 영적 아

이나 영적 청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4)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 부모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

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자에

서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자로 성장해 가십시오. 그것이 주

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2.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1) 고립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람들을 그들의 가정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말씀을 나누었

습니다. 이 부부의 가정이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2) 한 영혼을 위하여 그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나눠주고, 

나의 삶을 그 한 사람과 함께하는 섬김이야말로 우리 그리스

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관계

를 맺으며 우리들의 삶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3)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

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할하며 외롭다는 것

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삶과 마음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3.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1) 성도는 진리와 사랑을 먹으며 성장해갑니다. 브리스길라

와 아굴라 부부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배움으로써 아볼로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시

간이 흐른 후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라는 도시로 옮

겨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또 다른 믿는 성도들에게 은

혜를 끼치고,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2)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때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

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구주 예수를 통

하여 변화되도록 자라가십시오.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다른 영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양육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1월 7일 헌금통계 $2,24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