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권-33호(475) 2019.8.18. 

1. 3/4분기 정기 제직회: 오늘 친교 후

2. 교육부 야외예배: 오늘 11시

3. 정기당회: 오늘 정기 제직회 후

4. 특별새벽예배: 8/20(화)~8/24(토)

5. 금요경배팀 모집: 모집분야 싱어, 악기 연주자

6. 전교인수련회: 9/1(주)~9/2(월)

수련회비($100) 8/25(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전교인 수련회로 인해 9/1(주) 주일예배는 오전 7시에 드립니다.

(전교인 수련회 출발은 오전 9시 입니다.)

08/19 (월) 민수기 32:1-9 예레미야 50 

08/20 (화)  민수기 32:10-19 예레미야 51 

08/21 (수) 민수기 32:20-27 예레미야 52 

08/22 (목) 민수기 32:28-42 애    가 1-2 

08/23 (금) 민수기 33:1-14 애    가 3-5 

08/24 (토) 민수기 33:15-37 에 스 겔 1-5 

08/25 (주) 주일설교본문 에 스 겔 6-10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1부: 오전 9시30분 / 2부: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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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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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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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32장……………………………    다함께 

● 교 독 문 ………………… 30번 (시편 139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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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표원철 집사 

(2부) 예배찬송…………………… 213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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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찬양대 …………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 찬양대 

말씀강해 ……………죄와 은혜의 지배 시리즈 (3) ……… 김영목 목사 

 “죄의 지배의 발전” 

● 송영찬송 ………………………… 410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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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밍 (Coming) 순 – 이현진(현희) 

내주: 새롭게 하소서 순 – 이용필(영희) 

강단 꽃 장식 전영란 

내주 기도 이용필 (이강명) 

”말씀과 합치하는 삶” (갈라디아서 2장 11-21절) 

< 죄의 지배의 발전 > 

로마서 6장 14절 

◆ 서론. 나무가 자라나는 환경에 대하여

◆ 본론. 죄의 지배의 발전

1.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두 가지 요소

1) 영혼의 싫증

   =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해진 신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데로 나아가는 전초 단계 

 = 영혼의 권태기 

2) 육체의 게으름

 = 신자가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수고하기를 거절하는 삶의 태도 

2. 죄의 지배가 발전하는 과정

1) 죄에 대한 확신을 무디어지게 함

(1) 죄에 대한 생각을 무뎌지게 함 (유혹의 생각을 이기지 못함)

(2) 죄에 대한 생각을 집중시킴 (죄의 상상의 지배)

(3) 죄에 대한 정서를 친화시킴

(4) 범죄의 실행으로 마음을 굳어지게 함

2) 죄에 대하여 친화적으로 민감하게 함

(1) 죄에 대한 저항적인 민감함을 제거 함

(2) 죄에 대한 친화적인 민감함을 갖게 함

3. 죄책감과 죄의 지배

1) 죄책감 자체가 은혜의 지배의 증거가 되지 않음

2)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정욕이 죄를 짓도록 밀어 붙이는 힘은

그 죄에 저항하게 하는 죄책감의 힘을 능가함

(이런 상황에서 신자가 자신의 죄책감으로 정욕을 누른다는 것은

마치 범람하는 강물을 흙더미로 막으려는 것과 같음)

4. 은혜와 죄: 한 보좌를 다툼

1) 거듭난 신자 안에서 은혜와 죄가 공존 함

2) 신자의 경우 죄의 지배 아래서도 은혜는 사라지지 않음

3) 신자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한

죄와 은혜의 끊임없는 전쟁

4) 죄와 은혜의 지배에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음

5. 은혜의 현재적 통치를 갈망하라

1)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

2) 간절한 기도를 통해 영혼의 싫증을 벗어나라

3) 육체의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가라

4)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함

따라서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죽여야 함

◆ 결론. 만연해 있는 죄의 작용을 끊어 내기 위한 참회와 성령의 역사 

< 진심을 담아 전한 선물 > 

근대서양화의 대가이자 천재 화가로 추앙 받는 이중섭 화백의 무명시절, 그의 친

구가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중섭 화백은 친구

가 병원에 있는 것을 알고도 문병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내심 섭섭해 하던

차였는데 퇴원을 하는 날에야 이중섭 화백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갑자

기 그림 한 폭을 내밀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복숭아라네!" 하얀 도화지에는

이중섭 화백 특유의 굵고 힘 있는 화풍으로 탐스러운 복숭아가 그려 있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탓에 친구에게 복숭아 하나 사다 줄 수 없었지만 대신 며칠 동안 정

성을 다해 그린 그림인 걸 알았기에 병상에 누운 친구는 말없이 이중섭 화백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렙돈 과부의 헌신이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예수님 보시기엔 가장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보다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진 것 없어서 우리에게 헌신을 바라시

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변 이

웃들을 섬길 때 진심을 담아 섬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