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권-31호(473) 2019.8.04. 

1. 선교회 월례회/기도회: 오늘 친교 후

2. 순장모임: 8/9(금) 금요예배 후

3. 순모임: 8/10(토)~8/11(주)

4. 한나 선교회 헌신예배: 8/16(금)

5. 3/4분기 정기 제직회: 8/18(주)

6. 특별새벽예배: 8/20(화)~8/24(토)

7. 경배팀 인도자 임명: 김우연 집사

8. 반주자 임명: 이현아 집사

9. 친교(점심) 봉사자의 온전한 예배 참석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08/05 (월) 민수기 27:12-23 예레미야 7-9 

08/06 (화)  민수기 28:1-15 예레미야 10-12 

08/07 (수) 민수기 28:16-31 예레미야 13-15 

08/08 (목) 민수기 29:1-11 예레미야 16-19 

08/09 (금) 민수기 29:12-25 예레미야 20-22 

08/10 (토) 민수기 29:26-40 예레미야 23-24 

08/11 (주) 주일설교본문 예레미야 25-27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1부: 오전 9시30분 / 2부: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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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배기원 ………………………… “임재”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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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27장……………………………    다함께 

● 교 독 문 ………………… 28번 (시편 127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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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표원철 집사 

(2부) 예배찬송…………………… 210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로마서 6장 14절 ……………………… 다함께 

(2부) 찬양대 …………………  “임하소서” …………………………… 찬양대 

말씀강해 ……………죄와 은혜의 지배 시리즈 (1) ………김영목 목사 

 “죄와 은혜의 지배” 

● 송영찬송 ………………………… 204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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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책임자 (다음순서)  담당자 

헌금위원 이현진 (전진홍)   박배훈, 박금영 

안내위원      전영란   김정혜 

주일친교 전영란 (이영희) 금주: 샬롬 순 – 전진홍(영란) 

내주: 노아의 방주 순 – 유주일(근아) 

강단 꽃 장식 전영란 

내주 기도 이 찬 (이용필)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 (2)” (갈라디아서 1장 1-10절) 

< 죄와 은혜의 지배 > 

로마서 6장 14절 

◆ 서론. 죄와 은혜에 대한 고찰

◆ 본론. 죄와 은혜의 지배

1. 로마서 6장 14절 해석

1) “주관하다” =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다스리다’, ‘주인이 되다’

(ESV 성경) “For sin will have no dominion over you...”

(NIV 성경) “For sin shall not be your master...”

2) ‘법’ = 율법을 의미함

- 율법의 넓은 의미 =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흠 없이 계시한 총체 

- 율법의 좁은 의미 = 구약에서 완전한 복종을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칙 

2. 불신자의 삶: 죄의 절대적 지배 아래 있음

1) 죄의 절대적인 지배라는 것은 아무리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성경에서 말하는 죄 = 단순한 범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 아님. 이 세상

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태도 혹은

자신을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경향성.

3. 신자의 삶: 은혜의 통치 아래 있음

1) 거듭남 = 중생 (Regeneration)

2) 신자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 그의 영혼 안에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폐지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심으심 (롬8:1-2).

3) 딜레마에 빠진 신자 = 죄의 지배에서 해방 되었으나, 여전히 불신자와

다를 것 없는 죄를 짓고 사는 신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4. 신자 안에 남아 있는 죄의 세력

1) “죄의 지배”는 종식 됨, “죄의 영향”은 가능

2) 거듭난 신자는 불순종으로 인해 죄의 ‘상대적 지배’ 아래 놓이게 됨

3) 신자가 오랜 세월 동안 불법적인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단 시간에 죄의 세력

이 파멸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

4) 신자의 경우에도 불신자와 같은 모습처럼 죄의 지배가 나타날 수 있으나

죄의 ‘절대적 지배’가 아닌 ‘상대적 지배’이며, 성령께서 그의 영혼에

심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없어지거나 무효화 되지 않는다.

5. 은혜 아래 있는 신자의 의무

1) 죄의 불법적인 지배에서 돌이키고 은혜의 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

2) 죄 죽임 (Mortification of Sin)

=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려는 죄를 발견하고 죄를 죽임

◆ 결론. 죄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인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인가? 

< 작은 소자의 친구 > 

위싱턴에 사는 아홉 살 꼬마 숙녀 헤일리 포드는 농부이자 목수 입니다. 헤일리

는 집에 있는 텃밭에 계획표를 따라 딸기, 당근, 블랙베리, 브로콜리 등의 채소를 

거의 매주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수확한 과일과 채소들은 모두 친구인 노숙자들

에게 나눠줍니다. 헤일리는 또 매일 집을 짓습니다. 작은 창문이 달려 있고, 비바

람을 피할 수 있고, 푹신한 바닥에서 잠도 잘 수 있는 이동식 집을 학교 끝난 뒤 

매일 창고에 들어가 직접 못을 박고 톱질을 하며 짓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친구

인 노숙자들을 위해 짓고 있습니다. 4년 전 길에서 배고파 하는 노숙자 한 명에

게 샌드위치를 건네주며 친구가 된 헤일리는 그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다가 정원을 밭으로 만들었고, 창고를 목공소로 만들었습니다. 9살 헤일리

는 착한 마음만으로, 세상의 그 누구도 해내지 못 했던 큰 일들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물 한잔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가난한

이웃들, 소외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섬기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