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배와  찬양 
Praising

다   같   이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   도   자

신  앙  고  백 
Confession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ive Reading

  교독문 69. 이사야 40장(2) 다   같   이

찬             송 
Hymn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다   같   이

기             도 
Prayer

김정국 목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창세기 1:1-2 인   도   자

찬             양 
Choir

다   같   이

말             씀 
Sermon

       하나님의 시간 김정국 목사

찬             송 
Hymn

 70장 피난처 있으니 다   같   이

헌  금  기  도 
Prayer

김정국 목사

헌             금 
Offering

다   같   이

알             림 
Announcement

김정국 목사

찬             송 
Hymn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정국 목사

인도: 김정국 목사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 9:31)”  알리는 말씀

본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방문카드를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예배 
후 성도간의 교제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

예     배     순     서

2020년 11월 8일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1-2)

*

*

*

*

1부 08:30 AM 
2부 11:00 AM 

 
오늘의 말씀

 (통 70 장)

(통 43장)

(통 469장)

  금주의 모임

  주중일정

  다음주 행사

11:00 am   주일예배(온/오프라인)  
  1:00 pm   구역별 모임(Zoom) 

(월)-(토)  12:00 pm 정오의 기도회 
(화)-(금)  05:45 am 새벽가정예배 
(금)  08:00 pm 금요가정예배(로마서 33)

  기타사항

1. 11월부터 현장예배를 온라인 실시간 방송합니다. 이에 1부 8:30 예배는 녹화예
배로, 2부 11:00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짐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주일부터 교육부 예배도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드려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
육부 카톡방을 통하여 공지해 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협조부탁합니다. 

3. 11월부터 구역/선교회 모임은 전체 모임을 가진 후, 그룹별로 진행될 예정입니
다. 주일예배 후, 오후 1시부터 카톡방으로 보내진 주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4.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 헌금은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시거나(125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온라인은 Paypal의 canaanchurch1976@gmail.com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옵션에서 ‘친구에게 보내기(personal payment)’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6. 주일학교 Fall Festival 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후
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통 37)

파송선교 
중동B 

1불선교 
브니엘다민족교회 
트리니티 한인학생회 
밀알선교회 
시카고 워십 

이재희 김정화 이옥자 이수정 이홍자 우상철 김대묵 김정국 이수정 이보람 이재희 서재혁 
전승평 김정화 우상철 이재희 임호준 장규성 임호준 이용삼 김정국 박부명 이영길 이재희 
전승평 정윤권 최준택 김말자 김상규 김정화 김준영 김진호 나영매 서재혁 우상철 윤방지 
이보람 이상길 이수정 이준세 이찬희 임호준 전재영 정진원 이홍자 홍세흠 김순자 무    명

  10월 12일~10월 25일 주일 헌금

공동새벽기도제목 

‘코로나재난 극복’과 

화: 소망 아론 한나 

      환우와 사업체        

수: 이삭 리브가  

      베드로 마리아  

      안드레 에스더 

      지역과 이웃 

목: 여호수아 청년 

      나라와 선교        

금: 주일학교 교육부 

      예배와 교회

새벽예배본문
11/10(화) 11/11(수) 11/12(목) 11/13(금)

고후 3-4 고후 5-6 고후 7-8 고후 9-10

11:00 am   주일예배(온/오프라인)  
  1:00 pm   선교회 모임(Zoom)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이 모든 창조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
셨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엇인가를 만드셨다면, 만드신 그것이 바로 창
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 유익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나, 피조물이 지어지기 전에 
지어진 것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과거의 창조 전 창조라는 상상령의 산물에 매달려 있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가 하
면 모든 것을 지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을 측량할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미루기만 해두셨는지 의아해하는 것도 합당
치 않습니다.  

이런 꿈쟁이들은 깨어나 이런 추측이 바보스러운 속임수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당신이 시간을 만드시기 전에 측량 불가의 시간이 흘러가버렸음을 알았을
까요? 당신이 모든 시간과 시대의 창조자이며 주관자 아니십니까? 당신이 지어내지 않은 
시대가 있습니까? 그 시간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지나갈 수 있
었단 말입니까? 당신이 모든 시대의 창조주이심을 볼 때,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기 전
에 시간이 존재했다면, 당신이 그 때도 계시며 일하지 않으셨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
니까?  

당신이 시간을 지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을 지으신 그 시간도 당신 안에서 있었을 것
입니다. 한 순간이 지나고 다른 순간이 오도록 해주지 않으셨다면, 매 순간이 지나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전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때 당신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지 궁금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흘러가는 순간에 얹혀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시간 안에
서 시간에 앞서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당신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는 계시
지 않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영원한 현재라는 위엄 속에서 모든 것을 과거로 돌리며 앞서 계시는 분이십
니다. 당신은 우리에게는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어 게십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왔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현재나 미래가 매한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때도 지금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왔다 흘러가지만, 당신에게 시간
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매 시간은 모든 시간이 한 점에 모일 때까지 흘
러갑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시간은 오로지 하나일 뿐이므로 동시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
떤 시간도 밀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하는 순간에도 당신 앞의 시간은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시간은 하루입니다. 당신에게 하루는 오늘일 분입니다. 당신이 보시는 하루에는 
내일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와도 뒤섞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영
원입니다.  

당신의 실존 안에는 시간이 없었을 때가 없습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은 과거에는 당신
이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당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
다. 따라서 시간을 영원성의 일부인 양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충만한 
존재 안에 거하실 분이라 말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거스틴, <고백록> 중에서-

추수감사 및 창립기념주일 광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가능) 

1. 11월 29일(11AM)은 추수감사주일과 창립기념주일로 지킵니다. 
2. 당일 기존 온오프라인 예배 외에 주차장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3. 권사, 집사 임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날 만큼은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예배당과 주차장에서 함께 감사
와 기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교우동정

이사: 이재희 장로(이명희 집사) 1963 Farnsworth Ln, Northbrook, IL 60062



  

찾아오는 길

1255 N. Milwaukee Ave.,Glenview, IL 60025 
TEL: 224-735-2346  www.canaan.org

CANAAN CHURCH

가나안교회는 선교·교육·봉사를 목표로 1976년 11월 28일 나일스 지역에 
세워져, 말씀과 신앙, 믿음과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로서, 성경을 바탕
으로 복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장로교 전통의 독립교회입니다. 

예배안내

원로목사 이 용 삼 847-724-2456

담임목사 김 정 국 224-577-5229

전  도  사 이 수 정 224-587-3815

전도사 (유치) 한 지 혜 224-409-5008

전도사 (유년) 서 쥴 리 224-612-1315

전도사(Youth) 김 태 중 224-727-9830

지  휘  자  1부 

 2부 

파송선교사 양선한 허목자(중동)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05:45

금요예배 저녁  08:00

선교회모임 매월 둘째 주

구역모임 매월 셋째 주

유  치  부 주일 오전  11:00

유  년  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01:00

금요모임 저녁  08:00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모임 저녁  08:00

라인댄스반 목요 오전  10:00

가나안한국학교 토요 오전  09:30

교회학교

청 년 회

부     속

섬기는 사람들

CANAAN CHURCH

금요예배 ⌜로마서 33 서로 받으라⌟
본문 | 로마서 15:1-13 
외울말씀 |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7절) 

도입을 위한 질문 |  

1. 현대 사회에서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약점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본문 질문 |  

1.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1절) 

2.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신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1-2절) 

3. 바울은 자기를 포기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합니까?(3절) 

4.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의인들과 예수님처럼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마
음과 한 입이 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
까?(4-6절) 

5.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ㄹ 통합하기 위해 할례의 추종자(종)가 되셨습
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약속)을 이루기 위해 유대인이 되셨고, 유대인의 왕
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8-12절) 

6.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13절) 

7. 반면 의심하고 먹는 채식주의자들도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어떤 믿음을 갖도록 노력
하라고 합니까?(22-23절)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하여 |  

1. 구약의 의인들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시편 69편을 더 깊이 연구해 보십

시오. 

2. 로마서 1-1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의 사랑에 대해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로마서 12-16장의 핵심은 무엇
입니까?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 |  

1.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을 수용하며 용납합니까?  

2.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주신 소망, 기븜, 평강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행동
을 합니까? 

⌜프리셉트 BEST 로마서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