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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마� 6:30-34)�

1.�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며� 살자

(전 9:4-6)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

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2.� 구원받은� 것과� 일상생활을� 기뻐하며� 살자

(벧전 1:8-9)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

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전 9:7-9)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

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

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마 6:30-32)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

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추구하지� 말고� 삶의� 의미를� 먼저� 추구하자(마� 6:34)

(마 6: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리라

(마 6:9-10)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빌 4:13-14)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

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4: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

리라

     

4.� 그리하면� 하루� 하루를�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빅터 프랭클] 1. 의미(관찰, 생각, 깨달음)    2. 사랑하는 사람(소망)    3. 고난에 대한 관점 



 우리는 서울의 모든 동과 대학에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개척한다

오늘은� 추수감사예배로� 드립니다♥Thanksgiving� Day
교회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 맛있게 드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시 107:21-22)

11/21(주일)� 오늘은� 용인에서� 현장예배로� 드립니다.

구분 11월 현장예배 온라인 실시간 예배

일시
11/21(주일) 오후 2시,

김진호 목사

주일 오전 9시, 11시 

김진호 목사

장소,

채널

용인교회 

5층 예배당

 • 홈페이지(afcc.kr) 

 • 유튜브(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 이번 주부터 12/5(주일)까지 3주간 용인교회 주일 1, 2부 

모든 설교를 김진호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 청년부는 매주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 유튜브 채널 : 그리스도의대사들 서울교회 청년부

- 현재 서울교회 청년부 현장예배는 없으며, 매월 마지막 주일은 

  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채널의 김진호 목사님 주일예배(오전 9시)

  로 대체됩니다. (문의 : 지효선 자매 ncomer21@naver.com)

목회자� 컨퍼런스
• 일시 : 12/6(월) 9:30~17:00 / 강사 : 김진호 최순애 목사 외

• 장소 : 그리스도의 대사들 용인교회 5층 예배당

• 주제 : 새 사람을 입으라 (Put on The New Self) 

• 대상 : 목회자, JMA 졸업생 및 재학생, JMA 내년도 지원자

※ 온라인 실시간 채널 :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올해� 선교보고� 일정
• 일시 및 장소 : 해당 날짜 금요일 저녁 8시 (용인교회)

첫번째 11/26(금) 교정 사역 / 이집트

두번째 12/3(금) 고아원 사역 / 태국

세번째 12/10(금) 탈북 사역 / C국

네번째 12/17(금) 군 사역 / 일본

※ 온라인 실시간 채널 :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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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100-032-660001 

• 입금자명: 이름+헌금종류 (예: 김사랑십일조, 김사랑선교 등)

   - 이름만 입금하시면 감사헌금으로 기재됩니다. 

※ 재정부 문의 : afcseoul153@gmail.com (김웅열 집사)

LTG� 성경읽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21 22 23 24 25 26 27

주일예배 에스더 1-10장 (1회)

28 29 30

주일예배 욥기 1-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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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학습 지침서, 믿음의 계단)
③ 침례받으실 분은 셀리더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답서 작성 및 교육 후 침례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반 교재 새로운 피조물 양육반 교재 믿음의반석(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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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리더모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저녁 8시 

신간도서� “신약교회를� 찾아서”

예수님의 교회에 무언가 더 있는지 궁금하다면, 여기에 

오십 년 이상 찾아온 진정한 신약 공동체를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한 사람의 솔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자 : 웨인 제이콥슨 지음 , 김자연 옮김 

 금액 : 16,000원 (믿음의말씀사)

11월호� QT� 교재

말씀의 실재
한글 1,500원

말씀의 실재
영어 3,000원

(초등부) 
믿음의길잡이

2,500원

(유치부)
믿음의씨앗

3,000원

※ 유치부「믿음의 씨앗」의 경우 : 단품은 4차원 북카페에서 판매합니다. 

 - 1년세트(총12권/36,000원) 는 믿음의 말씀사에서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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