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체 기도   

 
1. 뉴저지초대교회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신실한 예배자들로 

세워지도록 
 

2. 일터와 삶터에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로 
살아가도록  
 

3. 공동체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도록  
 

4. 각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5.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당회와 모든 영적리더들이 
성령충만하도록 

 
6.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주일학교와 새롭게 시작되는 

훈련사역에 온 교회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교회 일정   

 

10월 27일(주일) : 11월 순장교육, 장애인과 함께 하는 주일 

10월 31일(목) : Fall Festival 

11월 2일(토) : 일대일 양육자 컨퍼런스 

11월 24일(주일) : 추수감사주일, 공동체 비전 쉐어링  
 

 

 

 

 

2019 년  11 월 두 번째 모임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증인이 얻을 영원한 승리   
요한계시록 11 장 1-14 절   

알리는 말씀   
 

1. 2019년 교회 표어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입니다.  
 

2. 순예배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곡 찬양/대표기도/성경봉독/순교재나눔/기도제목나눔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순교재 내용과 기도제목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공동체 암송(시편 100:1~5)& 찬양 스케줄:  
10/25 향유공동체, 11/1- 옥합공동체, 11/8 - 26공동체, 
11/15- 영커플 공동체, 11/22 - 21공동체 

 
4. 가족 순예배 교육은 10/27일 3pm 유년부실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순교재 다운로드 항목에 자녀를 위한 순교재 
파일들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가족순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순모임 후에 온라인를 통해 순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두 번째 모임의 순교재는 매달 둘째 주일 로비에 비치됩니다. 
 

7. 디아스포라 사역: 순원들 중에 교회를 떠나 타주나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공동체 담당 목회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얻을 영원한 승리(요한계시록 11 장 1-14 절)  

하나님 찬양 드리기 (각 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하게 찬양하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새 336 장) 

 Focus, 주님의 증인은 순교의 위기도 맞지만, 부활과 천국입성이라는 

더 큰 영광을 누립니다.  

마음 열기 ㅣ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ㅣ 요한계시록 11 장 1-14 절  

 

배경 이해하기  

요한계시록 12-14 장은 일곱 나팔 재앙에 삽입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감당해야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1 장의 주제는 “재앙의 시대 가운데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음전파의 사명”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할 때 핍박과 고난이 올 것에 대해 성전 측량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기를 바라십니다.  

 

>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할 때, ‘굵은베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증인’은 하나님께 받은 권능으로 무엇을 하나요? (3-6 절)  

 

 

 

 

2. 증언을 마친 두 증인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어떤 일을 당하나요? 

사흘반 후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나요? (7-13 절)  

 

 

적용과 나눔 

1.나는 두 증인처럼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나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나에게 드러나는 권세와 필요한 권세는 무엇인지 나눠보세요.  

 

 

 

 

2.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 말씀 다지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세상과 짝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좇아 진행됩니다.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탄의 악한 역사를 잠시 허용하실 뿐입니다. 

사탄의 승리는 잠시뿐이고, 성도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성도는 성령과 능력을 

겸비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눅 10:19). 복음 

전도자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ㅣ 성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복음을 충만하게 하소서. 세상의 박해와 멸시에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어, 결국 원수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ㅣ“삼 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계 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