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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과 홀로 사람들과 함께”
(막 1:35-39)

“주님과 홀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시간],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행동, 폰 X],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장소], 기도하시더니”(35절)

“아침형 인간”: “어제 저녁 3시간은 무엇을 하였는가?”
      [주기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날, 하루의 시작, 주님의 관점, 오늘 할 기도

(시 57:8)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창 2: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

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Sabbath): 그침(ceasing), 쉼(resting), 받아들임(embracing), 축제(feasting)
(전 5:1)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악을 행하고서도 자기 죄를 깨닫

지 못한 채 하나님께 희생제물만 바치면 다 되는 줄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의 제사보다 낫다 
(사 6: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나의 신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대사 부임, 평생사명]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파송]

(행 13:2)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40일 광야(사역 시작), 하룻밤(12제자), 빈 들로 가심(요한 순교), 따로 산에 오르심(5000명을 먹

이심), 제자들이 전도 여행보고를 받으신 후(“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막 

6:31), 변화산(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잡히시던 밤)

[디히트리 본회퍼, “신도의 공동생활”]
        “주님과 혼자 있기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와 함께 하기를 삼가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혼자 있기를 삼가라”
 전자는 공허한 말과 감정에 이르고, 후자는 헛됨, 자기도취, 절망에 이름

“사람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38-39절)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대사, 영혼구원자, 왕국건설 동역자]
 1 Big yes, Many small No’s! Make a list(오늘 할 일 리스트 적기)

(골 3:16-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
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
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나
의 영혼, 가족, 교회, 직장, 이웃]

(고후 8:4-5 쉬운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들
을 먼저 주님께 바치고, 또한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집, 식사, 시간, 관심, 나눔: 재능, 경험, 지혜, 경청, 함께 함]

[셀 SOS] Say: 계시/레마,  Obey: 믿음/결단,   Share: 계획/실행



 우리는 서울의 모든 동과 대학에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개척한다

매월� 첫주는� 용인에서� 현장예배로� 드립니다.
• 매월 첫주는 용인에서 현장예배(주일 오후 2시)로 드리며, 

2~4주차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구분 현장 예배 온라인 실시간 예배

일시,

설교

8/1(주일) 오후 2시

김진호 목사

주일 오전 9시 

김진호 목사

장소,

채널

용인교회 

5층 예배당

 • 홈페이지(afcc.kr) 

 • 유튜브(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 매월 첫주는 용인교회 예배당에서 80명까지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합니

다, 출입 시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말씀사� 신간� /� 7월� QT� 교재

내가올때까지
13,000원

치유
16,000원

말씀의 실재
한글 1,500원
영어 3,000원

(초등부)
믿음의길잡이

2,500원

(유치부)
믿음의씨앗

3,000원

※ 신간「내가 올 때까지」(짐 호카데이 지음) 
내가 올 때까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우리는 거의 도달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지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 코너를 돌려

고 하고 있다. 다음 파도가 칠 때... 기억하라.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고, 나머지는 알려진 그대로다. 이제, 당신 차례이다! 

※ 유치부「믿음의 씨앗」의 경우 : 단품은 4차원 북카페에서 판매

   1년 세트(총12권 / 36,000원)는 믿음의 말씀사에서 판매

※ 구입처 : 믿음의 말씀사(http://faithbook.kr, 031-8005-5483)

온라인� 헌금� 계좌
• 은행명: 신한은행  • 예금주: 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 계좌번호: 100-032-660001 

• 입금자명: 이름+헌금종류 

※ 입금자 명과 헌금종류를 아래와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랑십일조, 김사랑선교, 김사랑감사 등

LTG� 성경읽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 12 13 14 15 16 17

주일예배 창세기 1-25장 (1회)

18 19 20 21 22 23 24

주일예배 창세기 26-50장 (1회)

25 26 27 28 29 30

주일예배 출애굽기 1-20장 (1회)

훈련과정� 안내

• 새가족반, 양육반, 침례 

주중에 셀별로 진행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셀리더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제를 제출 시 수료가 인정됩니다. 
① 새가족반 교재는 셀리더에게 제공합니다.
② 양육반 교재와 과제도서는 믿음의 말씀사에서 구입하시기 

바  랍니다. (믿음의 반석 학습 지침서, 믿음의 계단)

새가족반 교재 새로운 피조물 양육반 교재 믿음의반석(양장본)

※ 믿음의 말씀사 : 031-8005-5483, 홈페이지(http://faithbook.kr)

영혼몸� 치유시리즈
담임목사님께서 9주간 하신 영혼몸 치유 설교 시리즈를 “그리스

도의대사들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샬롬 인생을 사는 지혜 ②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길 ③ 생명의 원천을 지키자 

④ 무거운 짐을 벗자 ⑤ 마음의 즐거움보다 좋은 약은 없습니다 ⑥ 생수의 샘

이 강들이 될 때까지 마시자 ⑦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⑧ 내 몸의 건강은 나의 책임이다 ⑨ 죽지 않고 더 살아야 할 이유

내� 손� 안의� 교회(스마트폰� 활용)�

①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인터넷 창에 afcc.kr 입력 후 현재페이지추가 → 홈화면

②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 앱 (구매)

   새로운피조물 고백기도집 어플 활용

③ 새로운 피조물 전도지 앱 (무료)

 → 스마트 폰을 활용해 복음을 전하세요.

④ 유튜브 검색 및 구독

   “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말씀의실재” 검색 및 구독

   “AFC달라스교회”(조규송 김보라 전도사)

⑤ 말씀의 실재

   인터넷 창에 rorkr.com 입력 후 현재페이지추가 → 홈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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