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권-18호(618)  2022.5.8. 

1. 어머니 주일: 오늘

2. 순모임 재개: 5/15(주)

3. 2/4분기 정기 제직회: 5/15(주)

4. PCA 한인중부노회 일리노이 시찰회 연합 야외예배

일시: 5/22(주) 오전 10시

장소: Half Day Forest Preserve

주소: 24255 IL-21, Vernon Hills, IL 60061

5. 공동의회 (임직자 선출 투표, 교회 이름 변경 투표): 5/29(주)

교회 한글 이름: 코너스톤 장로 교회

교회 영어 이름: Cornerstone Presbyterian Church (Grayslake)

6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 

3(금): 남선교회 헌신 예배 

5(주): 새신자 작정 주일 

선교회 월례회 

12(주): 기관장 모임(7–9월 사역계획) 

17(금): 여선교회 헌신예배 

19(주): Father’s Day 행사 

24(금): 교육부 졸업 예배 

26(주): 아브라함/사라 선교회 피크닉 

주일예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시리즈 설교 계획      . 

① 4/24 끝까지 굳세게 서라 (마태복음 24:1-14)

② 5/1 끝이 다가오는 것을 알라 (마태복음 24:15-22)

③ 5/8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마태복음 24:23-31)

④ 5/15 하나님의 때를 믿으라 (마태복음 24:32-41)

(5/22 일리노이 시찰회 연합 야외예배)

⑤ 5/29 계속 충실하게 섬기라 (마태복음 24:42-51)

지난주 (5월 1일) 헌금 통계 ($3,3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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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1부예배  9:30am / 주일 2부예배 11:00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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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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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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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32장 ………………………………   다함께 

● 교 독 문 …………………… 17번 (시편 29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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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2부) 예배찬송………………… 370장 ………………………………    다함께 

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마태복음 24장 23~31절 …………………  다함께 

말씀강해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88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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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시리즈 25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 

  
 

 

 

 1.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함 

1) 거짓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재림 예수라 거짓 주

장하는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셨다

고 거짓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세력들이 “큰 표적과 기

사”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y will appear and perform 

great signs and wonders"). 

 

2)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악한 세력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

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큰 이적과 기사(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을 것 

같은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게 됩니다. 

 

3) 사람이 행하는 기적만 보고 그의 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

이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 악하고 거짓된 세력들

을 성령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짐 

1)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셨을 때, 그 분을 못 알아보면 어떻

게 해야 하나?’하는 물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

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이

뤄질 것입니다.  

 

2) 예수님의 재림이 번개와 같다는 것은 세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① 

번개가 언제 칠지 인간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의 지혜로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② 번개가 

특정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듯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순식

간에 나타나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번개가 치

면 순식간에 하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③ 

예수님의 재림은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사건은 하

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번개가 내려칠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알도록 일어나지 않습니다. 번개가 한 번 내려치면  

 

그 섬광과 하늘과 땅을 울리는 소리를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감지합니다. 마

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한 날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날이 될 것입니다. 

 

3)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하고 외쳐도, 또한 거짓 그

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님의 재림을 놓친 것은 아닌가?’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재

림은 ‘번개’처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

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우주적 대격변 속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심 

1)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다가오면 자연 만물이 그리스도의 재림

을 알려 줄 것입니다. 땅에서는 기근, 지진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며, 

하늘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큰 변화가 감지됩니다. 

 

2)  해, 달, 별을 포함한 천체에 이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종말의 때를 설명

할 때마다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을 보면 마지막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어두

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하고 대신 온통 핏빛처럼 붉게 변화합니다. 별들은 

마치 나무에 매달린 설익은 열매가 대풍에 흔들려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땅

에 떨어지게 됩니다. 

 

3)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온 세상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나팔은 ‘왕의 등극’을 비롯한 중대한 사건이 있으면 나팔을 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또한 나팔은 부는 것은 원수와의 전쟁의 시작을 알리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 앞에 소집할 때 쓰였습니다. 이 지구상 마지막 날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나팔 소리는 사탄과 예수를 배척하고 불신한 모든 악인

들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심판을 알리며, 동시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을 주님의 나

라로 소집하는 부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4)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부인한 자들은 임박한 심판 앞

에 후회와 두려움 속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

서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