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권-36호(478)   2019.9.8. 

1. 순모임: 9/7(토)~9/8(주)

2. 정기당회: 9/15(주)

3. 기관장 모임: 9/22(주)

4. 교육부 FMSC 봉사활동: 9/27(금)

5. 교육부 교사모임: 9/29(주)

▶ 10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6(주): 선교회 총회 

입교 및 세례 신청 (추수감사주일까지 교육) 

12(토)-13(주): 순모임 종강

16(수): 연말정책당회 

20(주): 가을 전교인 대청소 및 월동준비 

가을 효도식사 (아브라함/사라 선교회) 

22(화):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 

27(주): 2020년도 청지기/제직 임명 

창립 9주년 감사예배 

09/09 (월) 고후 3:12-18 다 니 엘 3-4 

09/10 (화)  고후 4:1-6 다 니 엘 5-7 

09/11 (수) 고후 4:7-15 다 니 엘 8-10 

09/12 (목) 고후 4:16-5:10 다 니 엘 11-12 

09/13 (금) 고후 5:11-21 호 세 아 1-5 

09/14 (토) 고후 6:1-13 호 세 아 6-9 

09/15 (주) 주일설교본문 호 세 아 10-14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1부: 오전 9시30분 / 2부: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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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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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79장 ………………………………  다함께

● 교 독 문 ………………… 33번 (시편 150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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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이강명 장로

(2부) 예배찬송…………………  93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로마서 6장 14절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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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강해 ………… 죄와 은혜의 지배 시리즈 (5) ………   김영목 목사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위험한 징후들 (1)” 

● 송영찬송 ……………………… 509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책임자 (다음순서)  담당자 

헌금위원       전진홍 (김소림)   김병기, 김성민 

안내위원      전영란   김정혜 

주일친교       이경희 (윤미숙) 금주: 잘 나가는 순 – 김소림(정혜) 

내주: 노아의 방주 순 – 유주일(근아) 

강단 꽃 장식 전영란 

차량 운행      이  찬  이용필, 이시영 

내주 기도      김소림 (전진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위험한 징후들 (1)> 

로마서 6장 14절 

◆ 서론. 질병과 증상에 대하여 

◆ 본론. 죄의 지배 있는 위험한 징후들 

1. 위험한 징후 1: 특정한 죄가 상상력을 지배하여 사고 기능에 간여함

1) 상상을 통한 죄의 발전

A. 상상을 통한 범죄를 택하는 이유

B. 은혜의 지배 아래서의 생각의 범죄와의 차이점

a. 사고 기능에 지속적으로 간여함

b. 마음으로 범의(犯意)-범죄할 의도-를 받아들임

2. 위험한 징후 2: 특정한 욕망이 정서를 지배함

1) 정서가 죄의 지배를 받는 상황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죄와 전쟁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우리가 죄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 중인 것입니다.”

(“When you are peace with God, you are at war with sin. 

When you are peace with sin, you are at war with God.”) 

2) 죄에 강력하게 이끌릴 때의 처방

A.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를 깨달음

B. 죄의 세력을 약화를 위하여 기도함

C. 은혜의 수단에 부지런히 참여함

3. 위험한 징후 3: 파악된 죄를 버리지 못함

1)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가 파악된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기 때문임.

2) 죄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죄로 말미암는 기쁨 때문에 그 죄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입증함.

◆ 결론. 은혜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혹은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 골판지 간증 >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힐사이드교회의 타미 플리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아주 

독특한 간증을 제안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자 목사님이 갑자기 큰 골판지를 들

고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는데, 다만 목사님이 들고 

있는 골판지에는 달콤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도둑, 그리고 심각하게 망가진 사

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골판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전히 망가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골

판지에 적힌 문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목사님을 표현하는 간증이었습니

다. 이윽고 몇 십 명의 성도들이 각자의 골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판

지를 뒤집으며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를 다른 성도들에게 

간증 했습니다. '기독교가 약해 보여 싫어했던 사람'은 '연약한 그들 중 한 명'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팔던 도둑'은 '하나님을 위한 기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약 중

독자'는 '하나님 중독자'가,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뒤

바뀐 내 인생에 어떤 말씀과 간증이 쓰여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변화시키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