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권-32호(474) 2019.8.11. 

1. 순모임: 8/10(토)~8/11(주)

2. 한나 선교회 헌신예배: 8/16(금)

3. 3/4분기 정기 제직회: 8/18(주)

4. 교육부 야외예배: 8/18(주)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10:30am 까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지도 부탁 드립니다.

5. 정기당회: 8/18(주)

6. 특별새벽예배: 8/20(화)~8/24(토)

7. 친교(점심) 봉사자의 온전한 예배 참석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8. 전교인수련회: 9/1(주)~9/2(월)

본 교회 교인이 아닌 분 참석 시, 생년월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 소식

출타: 장숙희, 정봉구(진주) 

08/12 (월) 예레미야 28-30 

08/13 (화)  예레미야 31-32 

08/14 (수) 예레미야 33-35 

08/15 (목) 예레미야 36-38 

08/16 (금) 예레미야 39-42 

08/17 (토) 예레미야 43-46 

08/18 (주) 

민수기 30:1-8 

민수기 30:9-16 

민수기 31:1-12 

민수기 31:13-24 

민수기 31:25-41 

민수기 31:42-54 

주일설교본문 예레미야 47-49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1부: 오전 9시30분 / 2부: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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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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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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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29장……………………………    다함께 

● 교 독 문 ………………… 29번 (시편 130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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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이찬 집사 

(2부) 예배찬송…………………… 219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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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찬양대 ………………… “주 나의 노래” ………………………  찬양대 

말씀강해 ……………죄와 은혜의 지배 시리즈 (2) ……… 김영목 목사 

 “죄와 은혜의 계획” 

● 송영찬송 ………………………… 415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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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의 방주 순 – 유주일(근아) 

내주: 커밍 (Coming) 순 – 이현진(현희) 

강단 꽃 장식 전영란 

내주 기도 표원철 (이용필) 

”말씀과 합치하는 삶” (갈라디아서 2장 11-21절) 

< 죄와 은혜의 계획 > 

로마서 6장 14절 

◆ 서론. 거듭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 본론. 죄와 은혜의 계획

1. 신자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죄

1) 결코 사라지지 않는 죄

   =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죄로서 죄의 지배에 적게 영향을 미치는 죄 

2)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 없어지는 죄

= 인간에 의해 파악되고 통제될 수 있는 죄

= 신자로 하여금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만드는 죄

2. 죄의 계획: 영혼을 지배함

1)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게 함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불신자의 경우 = 공공연히 대적함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신자의 경우 =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대적함

2) 영혼을 파괴함

= 신자 안에 심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질서를 무너뜨림

=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게 한다.

3. 죄가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법

1) 속임 (Deceit)

= 속임은 무지(無知) 속에 있는 신자를 이용하는 간교한 꾀

= “어떤 도덕적 행위나 판단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명백한 사실

을 숨겨 인식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죄가 신자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하

고 그 지배력을 확대하는 방법인데, 이는 신자의 마음이 죄와 친숙해짐

으로써 생겨난다”

2) 강압 (Force)

= 강압은 신자를 억압하는 힘

= “신자의 마음을 악으로 향하게끔 강하게 움직이는 성향의 힘을 가리

키며, 이는 신자가 죄의 욕구에 대항하거나 습관적인 죄에 항거할 때에

느끼는 집착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4. 죄와 싸우고 있는 한 지배가 불가함

1) 죄의 강압에 대항하여: ‘은혜’ 안에서 강건해야 함

신자가 죄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죄의 속임에 대항하여: ‘지식’ 안에서 총명해야 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벧후 3:18절) 

5. 은혜의 계획: 영혼을 지배함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장엄한 계획을 가지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심. 

◆ 결론. 신자는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함 

< 당근과 달걀과 커피 > 

심각한 재정문제로 고민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

는 엄마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없으므

로 사실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조용히 말을 들어주던 엄마는 

갑자기 딸을 주방으로 데려 갔습니다. 그리고 냄비 3개를 가져와 무언가 넣고 끓

이기 시작 했습니다. 잠시 뒤 물이 끓자 엄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냄비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 번 보렴." 딸은 냄비를 보고는 당근과 커피, 달

걀이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끓는 물에 들어간 당근은 물러졌고, 달걀

은 단단하게 굳었지, 그리고 커피는 이렇게 좋은 향을 낸단다. 사람의 마음도 이

와 같지 않을까? 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당근처럼 약해지고, 어떤 사람

은 달걀처럼 마음을 굳게 먹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커피같

이 향기로운 인생을 만들어 낸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모두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같은 역경도 어떤 사람에게 유익으로 작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