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회 소 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교 회 기 도 제 목
★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새 영혼이 태어나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2. 교우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 협조를 바랍니다.
- 목에 통증이 있거나 발열현상 (37.5도 이상)이 있는 분은

2021년 04월 11일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고난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약 1:4)

★ 후원 단체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배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인간 사회적 거리 (2미터 이
상)를 두도록 합니다.
- 체온계로 발열여부 체크후 명부 기재 바랍니다.

<후원단체>
라브리공동체, 노숙자사역, 살아있는교회,

3. 교회 소식
- 서윤화 전도사님이 4월 24일 11시에 중랑구 묵동 영안교
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참석은 10명까지 가능합니

코너스톤 서울아카데미, <월드뷰>, 지은나교회
<후원 선교사>
최석봉 (캄보디아), 이지웅 (바이블 미니스트리),
서종현 (EMT선교회),

개혁되는 교회

다. 축하합니다.

모이는 교회
4. 교회 행사 예정
- 토요새벽예배: 설교(이우제), 06:30, 다니엘서 강해 (34)

온라인헌금안내

흩어지는 교회

- 주일설교: 4/18(이우제) 4/25(서정곤) 5/2(이우제)
- 유아 주일학교: 3층 유아부실, 담당 : 서윤화
- 성경 통독 : 46회 룻기 1-4장 담당:김옥희

[ 하나은행 187-910007-09604 예금주: 주님의십자가교회 ]
입금 할 때 실명 대신 고유번호를 사용해 주십시오. (문의: 이정선 집사)
실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5. 안내
- 예배 기도 순서 : 조성대 (4/18) 장혜영 (4/25)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2:6-7)

예배 안내: 주일 예배 11:00
토요 새벽 06:30
전임 목사: 서정곤, 이우제
부교역자: 김옥희, 서윤화
www.lcck.net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2길 44, (양재동315-1) 코너스톤 국제학교 6층

11:00 A.M.

2021. 04. 10. 06:30 A.M.

주일예배 순서

주일설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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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개회기도
- 코로나19 시대는 우리 인생에 마라와 같은 시간이다.

찬송

이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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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양 188장 아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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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헌 및 봉헌기도

인도자

*

우리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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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생 가운데 마라는 피할 수 없는 (
2. 마라는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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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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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1:36-39

인도자

하나님으로 실족하지 않는 복

인도자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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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라의 사건 뒤에는 (

인도자

성경본문

II.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인정해야할 것

인도:이우제

다같이

)이 계신다. (v.25, 26)

◀ 토요 새벽예배 설교 요지 ▶

III. 마라의 쓴 물, 광야의 삶의 첫 사건

I. 서론

- 하나님의 의도

-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의미

1. 그들 속에 있는 (
2. 하나님의 (

)을 뽑아내는 것

- 우리가 관계 맺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 백성

3.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속에 있는 (

) (히12:15)

II. 납득하기 힘든 악의 실상으로 인한 실족

4.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1. 바사에 대한 예언 (11:1-2)
IV. 결론

2. 헬라에 대한 예언 (11:3-4)
* 알렉산더 대왕 사후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짐: 그 중에 관심을 집

1.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
*

표는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 주십시요.

2. 내 결심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

)

)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생활예배를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다.

(Seleucus I)이다.
3. 남방 왕들과 북방 왕들의 전쟁 (11:5-20)
4. 하나님 백성을 실족케 할 무서운 왕: 안티오커스 IV 에피파네스

주중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당의 예배를 마치고,

중해야 할 대목은 이집트와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한 프톨레미
(Ptolemy I)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한 셀루쿠스

3. 상처보다 더 끈질긴 (
이제 주일예배를 마치고,

)

살 수 없다.

5. 다시 돌아가야 할 주제 (하나님으로 인한?) 실족

◀ 목장모임을 위한 질문 ▶

III. 실족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자세

1.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신 경험들이
있나요?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1. 궁극적 승리에 시선을 고정해야
2. 쉼표를 허락하시는 시간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2. 오늘 본문 말씀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
떤 도전과 위로와 결단을 촉구합니까?

Ⅳ.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