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14(559)    2021.4.11. 

1. 봄맞이 교회 대청소: 4/11(주)

  오후 1시부터 시작합니다. 

2. 매일성경 큐티 5-6월호 신청: 4/18(주)일까지

  문의: 전영란 권사 

3. 양육과정 여름학기 신청자 모집: 4/25일(주)까지

5월 첫째 주 개강 

새가족반(4주), 정착반(5주), 기초반(12주) 

문의 및 신청: 김영목 목사 

04/12 (월) 출 4:1-17 사무엘하 23-24 

04/13 (화) 출 4:18-31 열왕기상 1-2 

04/14 (수) 출 5:1-21 열왕기상 3-5 

04/15 (목) 출 5:22-6:13 열왕기상 6-7 

04/16 (금) 출 6:14-77 열왕기상 8-9 

04/17 (토) 출 7:8-25 열왕기상 10-11 

04/18 (주) 출 8:1-15 열왕기상 12-13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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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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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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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50장 ………………………………  다함께 

● 교 독 문 ………………… 13번 (시편 34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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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예배찬송…………………………  453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5장 1-4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베드로전서 강해 시리즈 (13) ………    김영목 목사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라” 
● 송영찬송 ………………………… 376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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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인의 하나님” (출애굽기 5장 1-2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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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라 > 
 

베드로전서 5장 1-4절 
  

 

1.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5:2 상반절) 

1) “부득이함” 

= '꽉 누르다'란 의미가 있다. 즉 어떤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의무감이나 어떤 외적 요인들에 의해 마음이 눌려진 상

태에서 하는 것을 뜻한다. '하기 싫은 상태에서 억지로 함', '강제적

으로 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양 무리를 돌 보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맡기신 이의 뜻을 좇아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3) 어떻게 힘든 사역을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 자원하는 마음은 주께서 나를 양 무리를 돌보는 사역으로 부르셨

다는 ‘소명’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소명만으로는 자원하는 마음을 유

지하기란 어렵다. 양 무리를 돌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은 ‘주님

을 향한 풍성한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세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

셨던 질문은 무엇이었던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이다.  

 

2.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5:2 하반절) 

1) "더러운 이" 

= '부끄러운 이득을 취하려고'라는 뜻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양

무리를 치는 자들은 삯꾼 목자와 같다. 삯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에 혐오스러운 욕심을 가지고 부끄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양들을 

돌본다. 그렇기에 이들은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 

하지만 참된 목자는 오직 양 무리를 맡기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대로 그 분의 뜻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양 무리를 돌본다. 하나님의 

양 무리는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돌봐야 한다. 

 

 

 

 

 

 

 

 

2) "즐거운 뜻"  

= '기꺼이 하는 마음', '간절히 바라고 열망함', '열정을 가지고 함' 

 

3) 사도 바울이 재물과 관련하여 디모데에게 준 권면 (딤전 6:5-12) 

=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말아라!  

=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 부하려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은 일에 빠진다. 

=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3.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5:3) 

1) "주장하는 자세"  

= 목자들에게 맡기신 바 된 교회 있는 사람들 위에 주인 행세하

려는 행동을 묘사한다. 양 무리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 무리들을 지배하려 하

거나,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는 권면이다.  

 

2) "본이 되라"  

= 양 무리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3)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라가는 사람이다. 

 

결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5:4) 

 

 

 

4월 4일 헌금통계 $9,26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