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47(596)     2021.11.21. 

1. 로마서 8장 암송 13주차: 로마서 8장 37-39절

2. [개역개정성경] 주문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마감)

성경 주문 희망 시, 본당 로비에 비치된 ‘성경주문신청서’에

신청자 이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 성경읽기표 제출 (12/5일 마감)

(제출하신 분들에게는 개역개정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4. 4/4분기 정기 제직회: 오늘 2부예배 후 본당

5. 주일 차량운행

오전 10시: Liberty Towers (130 E Cook Ave, Libertyville, IL) 

오전 10시 30분: Library Lane Senior Residence   

(50 Library Ln. Grayslake, IL) 

11/29 (월) 삿 13:15-25 고린도전서 10-13 

11/30 (화) 삿 14:1-20 고린도전서 14-16 

12/01 (수) 삿 15:1-20 고린도후서 1-5 

12/02 (목) 삿 16:1-14 고린도후서 6-10 

12/03 (금) 삿 16:15-31 고린도후서 11-13 

12/04 (토) 삿 17:1-13 갈라디아서 1-3 

12/05 (주) 삿 18:1-20 갈라디아서 4-6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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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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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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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14장 ………………………………  다함께 

● 교 독 문 ………………… 43번 (마태복음 6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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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예배찬송…………………………  93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사도행전 22장 3-15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바울의 간증”…………………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204장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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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사기 16장 15-3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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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회심 이전의 삶) 

1)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말하라면 여러가지 이야기들

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들

려주는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2) 간증을 나누며,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

거나 똑같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비추어줌으

로서 “저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하구나”하는 공감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사건)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

야 합니다. (회심하게 된 계기) 

1) 간증의 두 번째 요소인 우리가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

수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2) 또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

지 그 길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를 만날 수 있

는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3.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 삶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나

눌 수 있어야 합니다. (회심 이후의 변화) 

 

1)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를 믿은 이후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의 전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2) 이처럼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들의 삶이 변화

하였음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Q1. 이야기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생을 바꾸어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Q2.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며 살아갑

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듣는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

습니까?  

 

 

 

 

Q3. 우리들은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

리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Q4.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번 주에 예수 그

리스도에 대해서 나눠주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나의 간

증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나눠 봅시다.  

 

 

 

 

 

  
 

11월 21일 헌금통계 $7,06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