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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것을 취하신다
(마21:1-11)

<서론>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을 갖는다.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것을 취하셨다.
  (1)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셨다.(마21:1-11)
  (2)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마21:12-17)
  (3) 하나님의 피조물, 무화과나무의 열매 없음을 심판하셨다.(마21:18-22) 

2.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것을 취해야 한다. 
  (1) 내가 사는 지역 현장의 참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대하7:14) 
  (2) 내가 섬기는 교회를 만인이 기도하는 성전으로 세워야 한다.(행13:1-3) 
  (3)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피조물,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요15:5-8)  

3.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취해야 
한다. 
  (1)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두고 나를 부르셨다.(행18:10)
  (2)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를 두고 나를 부르셨다.        
    (행1:12-14, 11:19-21) 
  (3)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셨다.(골2:2-3)

<결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권위, 권세, 권능을 믿으면 하나님의 응답, 축복, 
역사가 일어난다.(마2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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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 예배 분위기를 위해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시작 10분전에 
 모두 본당 입실을 하여 주시고 묵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상담 연락처: 김태성 목사 512-736-5885  modnji@hotmail.com
 주일설교 녹취록 문의처: plumy80@gmail.com, sharonerickson73@hotmail.com

▪군선교회 문의처: 채미영 권사(254-681-6641), 김월순 장로(254-423-0351)
타주 혹은 해외에서 근무/훈련 중인 군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이클맥휴 집사-쿠웨이트, 홍영수(홍옥선) 목사-웨스트 버지니아, 송두환-라레도, 
자나단루나-뉴멕시코, 이영복(배지인), 댄(박은정)-한국)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5시30분 킬린 지교회  (월) 오전10시
주일1부 제자학교  (일) 오전9시 청년 다락방  (화) 오후7시
기관별 기도회  (일) 오전9시45분 템플지역 수요예배  (수) 오후7시
예배위원 기도회  (일) 오전10시20분 대학생 기도회  (수) 오후7시15분
주일2부 주일예배  (일) 오전10시30분 킬린지역 금요예배  (금) 오후7시
주일 어린이학교  (일) 오전10시30분 샌안토니아 지교회  매월 첫 주 화요일
주일3부 중직자학교  (일) 오후1시
수요예배  (수) 오후7시30분 전교인 정시기도회  매일 오후10시
금요기도회  (금) 오후7시30분 렘넌트데이  매월 마지막 주일

 

                   주일강단

                                                                     

제자학교 

   

                                            

중직자학교                  

  * 사회자 김태성 목사       안준성 집사 김월순 장로

 ⇧ 경배와 기도 다같이 찬 송  499(277)장 500(258)장
 ⇧ 찬 송 5(3)장 신앙고백 권세기도 6가지 축복기도 7가지
 ⇧ 교독문 28. 시편63편 합심기도 제자의 증거 중직자의 축복
 ⇧ 신앙고백 사도신경 대표기도 강문희 집사 기송주 권사
   찬 송 182(169)장 성경합독 행1:1-8 마12:43-45
   합심기도 후대의 응답 포 럼 문준호 장로 조연주 자매
   대표기도 문준호 장로 강 의 김태성 목사 김태성 목사
   성경합독 마21:1-11 축 도 김태성 목사 김태성 목사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것을 취하신다
   찬송 및 봉헌 191(427)장 / 빅터카탈라, 박동원
   광 고 RUTC News
 ⇧ 찬 송 주여 나의 삶속에 (1)      
 ⇧ 축 도 담임 목사

- 다음 주일 봉사위원 -
  * 사회/ 기도 문준호 / 빅터카탈라 강문희 / 

 문준호
기송주 /
김동환  * 안내/헌금 케빈파킨슨, 김월순

광 고
제14주년 45주차 / 2017년 8월 6일

  교회 소식  
  *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오늘 기관별 기도회는 장로기도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는 권사 및 집사 기도회) 
  * 8월은 ‘4대 포럼 정착의 달’입니다.  
  * 8월 마지막 주일(8/27)은 ‘렘넌트데이’로 모입니다. 
   (사회-김범근, 기도-변지현, 발표- 안준성, 헌금-김덕영, 정지수)   
  * 교회 창립 제15주년 기념예배와 2017년도 제2차 40일 집중훈련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단 소식
  * 미주 본부 1차 합숙: 8/15(화)오후2시-17일(목)오후8시, 장소- 달라스원네스교회, 문의-       
   김성지 목사(714-609-9182)

  성도 동정
  * 담임목사: WRC 2017 참석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