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10호(555)         2021.3.7. 

1. 3월 당회: 오늘 예배 후

2. Daylight Saving: 3/14(주)

03/08 (월) 시 58:1-11 여호수아 8-9 

03/09 (화) 시 59:1-17 여호수아 10-12 

03/10 (수) 시 60:1-12 여호수아 13-15 

03/11 (목) 시 61:1-18 여호수아 16-19 

03/12 (금) 시 62:1-12 여호수아 20-22 

03/13 (토) 눅 17:20-37 여호수아 23-24 

03/14 (주) 눅 18:1-14 사 사 기 1-3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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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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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44장 ………………………………  다함께 

● 교 독 문 ………………… 10번 (시편 27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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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예배찬송…………………………  406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17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베드로전서 강해 시리즈 (9) …………  김영목 목사 

“인간의 제도와 위정자들에 대한 태도” 
● 송영찬송 ………………………… 93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시가서 개관 시리즈 (5) “전도서: 하나님 경외가 사람의 본분” (전도서 12장 13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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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제도와 위정자들에 대한 태도> 
 

베드로전서 2장 13-17절 
  

 

1.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 

1)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v12) 

=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악한 사람들로 오해 받음.  

원인➊ 유대인의 왕 예수를 따르고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로마제국 내 불순세력(반역세력)으로 낙인 찍힘.  

원인➋ 성만찬이 오해를 불러 일으킴  

‘사람의 피와 몸을 마시는 야만인’으로 오해 받음 

원인➌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른 호칭으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으로 오해 받음. 

원인❹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 로마-그리스 문화의 다신교 

        사상과 정면으로 대치됨.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거부. 
 

      2) 무고한 비방을 받는 상황 속에서 성도가 할 일은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의 구체적인 예들이 벧전 2:13부터 3:7까지 이어짐) 

 

2. 국가의 제도를 ‘주를 위하여’ 따르라 

1) 사회가 함께 정한 제도와 질서에 순응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 세금 문제 ➊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 반대하지 않으심 (막12) 

               ➋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심 (마17:24-27) 

  Q.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이유?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마태복음 17:27) 

      (사람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고, 사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함) 

 

2) 성도들이 국가가 세운 제도에 순응하되 맹목적인 것은 아니여야 함. 

 한 가지 조건이 있음 = “주를 위하여…” (벧전2:13) 

   = 인간이 세운 제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순응하지 않고 거부해야 함.  

예. ➊ 다니엘의 세 친구와 바벨론의 금 신상 이야기 (단 3) 

➋ 베드로와 요한과 산헤드린 공회 이야기 (행 4) 

 

 

 

 

 

 

 

 

 

 

 

 

3.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 순복과 공경 

1) “왕과 방백에게 순복하되… 주를 위하여” (벧전 2장 13-14절) 

= 사도 바울도 “위의 있는 권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가르침 (로마서 13장)  

2) “왕을 공경하라” (벧전 2:17)  

             =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세운 제도가 하나님의 뜻과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순응함.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  

 

4. 선행으로 악을 이기라  

1) “어리석은 자” (벧전 2:15) 

   =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 

         “무식한 말” (벧전 2:15) 

= 성도의 믿음을 조롱하고, 성도의 삶을 비난하는 말 

 

2)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힘으로 싸우지 않고, 선을 통해 대항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12:21) 

          = 베드로는 성도의 오직 선행으로만 그리스도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오해들을 풀 수 있음을 권면함.  

  

결론.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나라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써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  

불신자들까지도 믿는 자들의 삶을 칭찬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2월 28일 헌금통계 $2,17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