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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굴곡 
The ups and downs in life 

창세기21장1절-12절 

Genesis21:1-12 

Since 1996. 02. 03                                                                                  2021. 07. 18 

주일 예배 순서 설교 노트 

헌금은 예배실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 02-0454-0117975-00) 

주일: W, 감사: T, 십일조: i, 선교: M, 구제: H, 

절기헌금:  부활절: R, 감사절: TG, 성탄절: C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 4: 24) 

설교: 황보 현 목사 

1부 8.30 a.m.  2부: 2 p.m.  

 ☞   경배와찬양        

                             1부               2부 

       기      도     최희숙 권사    홍지현 집사 

       신앙고백   

 ☞   성경봉독       창세기21장1절-12절 

       교회소식 

       설      교            인생의 굴곡 

 ☞   찬      송           하나님이시여 

 ☞   한맘기도 

 ☞   찬      송   찬200장(달고 오묘한 그 말씀) 

봉  헌 & 축도 

☞  표시 부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 기도: 1부-박재원 집사 2부-정현주 집사 

 

         수요 기도회  7:30 p.m. 

인도 - 구성균 전도사(딤후2:1-13)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새벽 기도회   화~토 6:00  a.m.  

화 수 목 금 토 

에베소서 강해 

엡5:15-21 엡5:22-33 엡6:1-9 엡6:10-20 엡6:21-24 



Since 1996. 02. 03                                                                                   2021. 07. 18 

1주(4) 온 가족 예배 

2주(11) 정기 제직회 

3주(18) 사랑나라 성경학교(17) 

           SFC 수련회(16-18) 

4주(25)  청년부 수련회(23-25) 

1. 지도자들의 경건-교역자, 항존

직(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2. 자녀세대-성경적 가치관, 매일 

Q.T. 

3. 돕는 선교사 및 기관: 허영근

(마오리), 원천희(바누아투), 이

재성(베트남), 정지철(캄보디

아) 월드 비전 

4. 담임목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

여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깊은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

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And we proclaim Him, admonishing every man 

and teaching every man with all wisdom, that we 

may present every man complete in Christ.  

7월 행사 예고 인생의 굴곡 

주사랑 매일기도                    

1. 찬양(찬200장)-가족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도 가능 

2.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3. 성경봉독: 창세기21장1절-12절 

4. 말씀 나눔 

   1) 살아오면서 당신의 삶이 가장 따뜻했을 때와 가장 추웠을 때

를 이야기 해보라. 

   2) 우리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

지 지난 주일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야기 해보라. 

i) 하나님의 (  )을 기억해야 합니다(1절, 2절).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

만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

브람은 많은 시험과 절망, 그리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

함과 사라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

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

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힘겨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시킬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ii) 하나님이 주신 ( )로 삼아야 합니다(6절, 7절).    

이 말씀을 볼 때 아무도 사라가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일 것

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하시니 아무

도 믿지 않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

게 오랫동안 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으로 한층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자식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

님이 그에게 주신 ‘열국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이해하게 되었

던 것입니다. 그는 약속대로 주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깨달으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겠

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iii) 세상적인 ( )을 끊어야 합니다(10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난 후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했습

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고 하나님도 내 쫓

기를 원하는 사라의 말을 듣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

마엘은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낳은 아들입

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므로 내어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계속 우

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방해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내어 쫓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가치관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3) 당신이 내어 쫓아야 할 세상적인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라. 

5. 마무리 기도: 인도자 

6. 주기도문 

주사랑 7월 기도                    

1.  교육기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하나님과의 인

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소서. 

2. 각 가정: 각 가정에서의 신앙훈

련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3.  전 세계 COVID 19이 속히 종

식되게 하소서. 

창세기21장1절-12절 

 

 

주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주일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 새가족반, 구역장 모임, 제자훈련, 임직 및 취임대상자 교

육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됩니다. 

3. 오늘은 셋째 주일입니다. 매월 셋째 주일은 4:30pm이후로는 본당과 

오아시 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주사랑교회의 협력선교사의 소식지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

니다(www.jusarangnz.com/자료실/기도편지). 

5.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섬겨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구성균 전도사) 

6. 파더와이즈(지혜로운 아버지) 과정이 시작됩니다. 안내석에 비

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광호 목사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9월16일(목)~11월25일(목) 7:00-8:30 11주, 장소: 교회당 

7. 유아세례와 학습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안

내석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및 세례식 교육: 8월29일~9월19일 (4주간) 

   문답: 9월25일(토), 세례식 날짜: 9월26일(감사주일) 

8. 전도프로그램인 알파사역을 위한 봉사자와 게스트(전도대상자)

를 모집합니다. 비치되어 있는 게스트(전도대상자) 추천서를 이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 9월14일(화)부터 9주간 예정.   -문의 : 최희숙 권사 

9.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7월23일(금)~7월25일(주일)   장소: 다니엘 캠프장 

10. 교민소식: 와이카토 문화센터 주관으로 어르신들 겨울 나들이가 있

습니다. 선착순 40명. 

     일시: 2021년8월7일(토) 9.30am~5.00pm  

     장소: Mclaren Falls, Fernland Spa 

     경비: 65세 이상 무료 (65세 이하 $40-중식, 온천, 교통비 포함) 

     출발장소: 4 Te-Aroha St. Hamilton East (문의: 021-771-798) 

교회 섬김이 

교역자 황보 현 김광호 구성균 전의정 

장로 이용목 모영삼 원로: 황선익 

안수집사 박재원 이동희 구성모 전규범 

권사  윤지숙 장동숙 최희숙 김수진 

 

협력 선교사 
 

원천희(바누아투) 

이재성(베트남) 

정지철(캄보디아) 

허영근(마오리) 

 

협력 구제 기관 

World Vision 

 

교회 모임 안내 

● 주일 예배(8.30a.m. 2p.m.)  

● 수요기도회(7.30p.m.) 

● 새벽기도회(화-토 6a.m.)   

● 구역모임(각 구역별) 

● 구역장모임(주일 4:00p.m.) 

● 유년 Good seed & 사랑나라 

                  (주일 2p.m.) 

● 학생 SFC   (토 6:30p.m.) 

● 청년 Abler (목 7:00p.m.)    

● 새가족모임(주일3:30pm) 

● 제자훈련   (주일7:00pm) 

● 성경사랑반(주일3:30pm) 

● 마더와이즈(화 7:00pm) 

 

월간 정기 모임 

● 온 가족 예배(1주)   

● 각 기관 모임(2주) 

● 사역위원회(1주) 

 
예배 섬김이  

안내 및 봉헌 

7월:   김수진 권사 

8월:   박재원 집사 

기도  

               1부             2부  

7월 

    4주   박재원 집사   정현주 집사 

8월 

    1주   전규범 집사   최은현 집사 

    2주   박지영 집사   이동희 집사 

    3주   윤지숙 권사   황순삼 집사 

    4주   최진호 집사   모영삼 장로 

Since 1996. 02. 03                                                                                 2021. 07. 18 

주사랑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