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권-2호(602)   2022.1.9. 

1. 신년 특별새벽예배 전일 참석자 (이름 가나다 순)

      박황래, 안정희, 이미자, 이영희, 이용필, 이현진, 

전진홍, 홍정임, 홍현근, Alex Ahn, Daniel Ahn 

2. 2022년도 새해 기도제목 순장에게 제출

3. 선교회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

아브라함/사라: 찬양대실(2층)

다니엘/유니아: 친교실(1층)

다  윗/한  나: 유초등부실 (2층)

스데반/리브가: 본당

4. 정기당회: 1/12(주)

5. 신년 비즈니스 심방: 1/10(월)~15(토)

6. 유니아 선교회 큐티모임: 1/19~2/23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7. 중보기도 모임:1/20(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주일예배 ‘예수 시리즈’ 설교 계획 

① 12/5 예수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18-25절)

② 12/12 예수는 세상의 빛 (요한복음 1장 1-9절)

③ 12/19 예수는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누가복음 2장 4-20절)

④ 12/26 예수는 영원히 다스리는 왕 (누가복음 1장 26-33절)

⑤ 1/2 예수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 (누가복음 2장 25-35절)

⑥ 1/9 예수는 그의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 (마태복음 2장 1-6절)

1/10 (월) 요 3:22-36 창세기 32-34 

1/11 (화) 요 4:1-14 창세기 35-37 

1/12 (수) 요 4:15-26 창세기 38-40 

1/13 (목) 요 4:27-42 창세기 41-42 

1/14 (금) 요 4:43-54 창세기 43-45 

1/15 (토) 요 5:1-15 창세기 46-47 

1/16 (주) 요 5:16-29 창세기 48-50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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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배기원 ………………… “나는 예배자입니다”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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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9장 ………………………………  다함께 

● 교 독 문 …………………… 1번 (시편 1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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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2부) 예배찬송…………………… 88장 ……………………………… 다함께 

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마태복음 2장 1-12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예수 시리즈 (6) ……………… 김영목 목사 

“예수는 그의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 
 

● 송영찬송 ………………………… 417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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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2문: “하나님께서 어떤 법도를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는가?”  

 

 
.- 
  

 

 

 

1. 탐욕에 물든 왕 헤롯 (마 2:1-3) 

1) 헤롯은 새롭게 태어난 아기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로 인해 왕궁과 예루살렘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 헤롯은 자신이 가진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 장모, 

아들까지 처형했고,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두 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습니다. 헤롯은 탐욕에 물든 지도자였습니다.  

 

2. 백성을 돌보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1) 탐욕과 죄악에 물든 잘못된 지도자로부터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운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 예수님은 그의 양 떼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일하십니다. 참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시며, 

또한 주의 백성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3. 예수님을 찾는 삶 (마태복음 2:4-8) 

1)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준비된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5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중 그 누

구도 메시아의 탄생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베

들레헴으로 가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이와 다르게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사

람들에게 그 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동방박사

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예수님이 계

신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예수님을 찾는 사

람들만이 구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예배기원 찬양 
 

 

 
 

1월 2일 헌금통계: $2,269.00 

(교회 우체국 사서함 주소: PO Box #44 Grayslake, IL 60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