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9호(554)      2021.02.28. 

1. 3월 당회: 3/7(주)

03/01 (월) 시 51:1-19 신 명 기 20-23 

03/02 (화) 시 52:1-9 신 명 기 24-27 

03/03 (수) 시 53:1-6 신 명 기 28-29 

03/04 (목) 시 54:1-7 신 명 기 30-31 

03/05 (금) 시 55:1-23 신 명 기 32-34 

03/06 (토) 시 56:1-13 여호수아 1-4 

03/07 (주) 시 57:1-11 여호수아 5-7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예배의 부름 ………………… 요한복음 4장 24절 ……………………  사회자 

● 예배기원 ……………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     다함께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34장 ………………………………  다함께

● 교 독 문 …………………… 9번 (시편 23편) …………………… 다함께 

● 사도신경 …………………………………………………………………      다함께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예배찬송…………………………  102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12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베드로전서 강해 시리즈 (8) …………  김영목 목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하라” 
● 송영찬송 ………………………… 495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시가서 개관 시리즈 (4)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잠언 9장 10절) 

.- 

예배의 부름 ………………… 요한복음 4장 24절 ……………………  사회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12절 

1.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들

1) “나그네” = 고국이 아닌 외국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사람.

영어성경(NASB)는 ‘aliens’ 즉 ‘외국인 체류자들’이라고 번역 

2) 성도는 이 세상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나라 시민권자 (빌3:20)

3)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천국으로 영원히 이민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함. 

2.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 “육체의 정욕” = 세속적인 욕구.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와 욕망들.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정욕(‘sinful desires’ )이 한 두 가지가 아님. 

2) 존 칼빈(John Calvin)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

= 인간의 마음은 항상 예배하고 숭배할 새로운 우상을 만든다.

임의대로 부패한 우상 공장인 인간의 마음은 절대 참된 예배의  

대상을 만들 수 없다. 우상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3) 하나님 밖에서 (세상 속에서) 참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시도의 예

➊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온갖 힘을 쓰며 돈을 좇아 살아감

➋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행함

➌ 더욱 안락한 삶을 위해 명예, 권력, 학력, 재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 

4) 거듭난 새로운 자아 vs 세상을 따라가려는 옛 자아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바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남.

5)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까?

➊ 실패하는 방식 = 의지적 결단 (인간의 의지는 죄 앞에서 무력) 

➋ 성경의 방식 =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 (갈5:16) 

3. 선한 행실을 하라

1) 첫번쨰 권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내면적인 것’

두번째 권면 ‘선한 행실을 하라’는 ‘외면적인 것’

2)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v12)

= 1세기 로마 제국 내에서 악한 사람들이라 오해를 받음. 

원인➊ 유대인의 왕 예수를 따르고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로마제국 내 불순세력으로 낙인 찍힘. 

원인➋ 성만찬이 오해를 불러 일으킴  

‘사람의 피와 몸을 마시는 야만인’으로 오해받음 

3) 무고한 비방을 받는 상황 속에서 성도가 할 일은 선한 행실.

4)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의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

5) “권고하시는 날”

➊ 현세로 해석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됨(마5:16). 

 ➋ 내세로 해석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 

   곧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거룩한 삶의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됨.  

결론. 본향으로 돌아갈 두 가지 준비를 하자.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임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로 세상을 살아가라. 

2월 21일 헌금통계 $3,6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