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권-34호(476) 2019.8.25. 

1. 특별새벽예배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한나&리브가 선교회

회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금요경배팀 모집: 모집분야 싱어, 악기 연주자

(문의: 김우연 집사)

3. 전교인 수련회 사전 설명회: 오늘 1시 친교실

4. 전교인수련회: 9/1(주)~9/2(월)

(문의: 전진홍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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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인 수련회 출발은 오전 9시 입니다.)

08/26 (월) 민수기 34:16-29 에 스 겔 11-13 

08/27 (화)  민수기 35:1-8 에 스 겔 14-16 

08/28 (수) 민수기 35:9-21 에 스 겔 17-19 

08/29 (목) 민수기 35:22-28 에 스 겔 20-21 

08/30 (금) 민수기 35:29-34 에 스 겔 22-24 

08/31 (토) 민수기 36:1-13 에 스 겔 25-27 

09/01 (주) 주일설교본문 에 스 겔 28-31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1부: 오전 9시30분 / 2부: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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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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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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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34장……………………………    다함께 

● 교 독 문 ………………… 31번 (시편 142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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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이용필 장로 

(2부) 예배찬송…………………… 202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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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찬양대 ……………… “왕 되신 주 하나님” …………………… 찬양대 

말씀강해 ………… 죄와 은혜의 지배 시리즈 (4) ………   김영목 목사 

“죄의 지배 아래서도 가능한 경험들” 

● 송영찬송 ………………………… 509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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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희) 금주: 새롭게 하소서 순 – 이용필(영희) 

내주: 전교인 수련회 

강단 꽃 장식 전영란 

내주 기도 이현진 (이강명)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6-24절) 

< 죄의 지배 아래서도 가능한 경험들 > 

로마서 6장 14절 

◆ 서론. 암 환자 이야기

◆ 본론. 죄의 지배 아래서도 가능한 여섯 가지 경험들

1. 영적 은사를 소유함

1)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에게도 영적 은사가 지속될 수 있음

(ex.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삼손에게 주어진 은사)

2) 기독교 신앙은 가시적인 은사의 능력보다,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맺히는 진실한 신앙이 중요함 (마태복음 7:22-23)

2. 내적인 깨달음이 있음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의 경우... 

1) 말씀의 경험이 간헐적임

2) 깨달음에 지속성이 없음

3) 깨달음이 실천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3. 일시적인 정서의 변화를 경험함

1)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도 일시적인 정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

2) 신자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은혜로운 정서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참회로 이어가지 못하고 말씀의 실천을 통해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임.

4. 도적적인 의무를 수행함

1) 기독교 신앙에서 거룩함과 도덕적인 삶은 분리되지 않음

2) 인간의 모든 도덕적인 행위와 실천이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믿

음,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님.

3) 온 인류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의 계시에 따라 불신자들도 양심의

법을 따라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음

4)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도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음

5. 범죄에 대해 단편적으로 참회함

1) 단편적인 회개

= 개별적인 범죄에 대한 후회나 고통으로 인한 뉘우침

A. 참회의 동기가 이기적

B. 참회가 지속적이지 않음

C. 영혼에 변화가 없음

2) 총체적인 회개

= 개별적인 죄만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에 대한 뉘우침과 자신 안에 깊게 

자리잡고 있는 죄의 뿌리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참회. 

    (ex. 다윗의 참회 = 시편 51편) 

6. 헛되이 결단함

1) 죄를 끊지 못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헛된 결단

◆ 결론. 진리의 빛을 통한 올바른 영적 진단을 통해 은혜의 지배로 나아감

<내면의 동기를 유도하라>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손 씻기 입

니다. 손만 잘 씻어도 70% 이상의 병을 막을 수 있고, 전염을 차단할 수 있으므

로 특히 아이들에게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요인 

때문에 아이들 대부분은 중요성을 알고도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아이들에게 있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한 회사는 '어떻게 아이들이 스

스로 손을 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고심했고, '세균 도장'이라는 것을 만

들었습니다. 세균을 캐릭터로 그려 '나를 씻어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아이들 

손에 찍어주면 아이들은 집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 도장의 세균이 사라지

고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손 씻기의 중요성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또 비누 

안에 있는 선물을 가질 수가 있기에 아이들은 틈만 나면 손을 씻었고, 이런 아이

디어를 통해 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기존보다 70%나 감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