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권-37호(479)  2019.9.15. 

1. 기관장 모임: 9/22(주)

2. 교육부 FMSC 봉사활동: 9/27(금)

3. 교육부 교사모임: 9/29(주)

4. 아브라함/사라 선교회 Apple Picking: 9/29(주)

5. 전교인 가을 대심방: 9/15(주)~10/27(주)

(문의-전영란 권사)

▶ 교우소식

출타: 전진홍(영란), 김경오(미연), 안건국(정희) 

▶ 10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6(주): 선교회 총회 

입교 및 세례 신청 (추수감사주일까지 교육) 

교육부 Apple Picking  

12(토)-13(주): 순모임 종강

16(수): 연말정책당회 

20(주): 가을 전교인 대청소 및 월동준비 

가을 효도식사 (아브라함/사라 선교회) 

PTA 간담회  

22(화):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 

27(주): 2020년도 청지기/제직 임명 

창립 9주년 감사예배 

09/16 (월) 고후 6:14-7:4 요  엘 1-3 

09/17 (화)  고후 7:5-11 아 모 스 1-5 

09/18 (수) 고후 7:12-16 아 모 스 6-9 

09/19 (목) 고후 8:1-15 오 바 댜 1 

09/20 (금) 고후 8:16-9:5 요    나 1-4 

09/21 (토) 고후 9:6-15 미  가 1-4 

09/22 (주) 주일설교본문 미  가 5-7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1부: 오전 9시30분 / 2부: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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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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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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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57장 ………………………………  다함께 

● 교 독 문 …………………  34번 (잠언 3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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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2부) 예배찬송…………………  88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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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찬양대 ……………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대 

말씀강해 ………… 죄와 은혜의 지배 시리즈 (6) ………   김영목 목사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위험한 징후들 (2)” 

● 송영찬송 ……………………… 519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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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책임자 (다음순서)  담당자 

헌금위원       김소림 (전진홍)     김병기, 김성민 

안내위원       전영란                      김정혜 

주일친교       이경희 (윤미숙)      금주: 노아의 방주 순 – 유주일(근아) 

내주: 커밍 (Coming) 순 – 이현진(현희) 

강단 꽃 장식     전영란 

차량 운행      이  찬            이용필, 이시영 

내주 기도      전진홍 (유주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위험한 징후들 (2)> 

로마서 6장 14절 

 
◆ 서론. 위험한 징후 1-3 정리 

 

◆ 본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위험한 징후들 
 

1. 위험한 징후 4: 마음이 심각하게 굳어짐 

1) 마음이 굳어지는 원인 

   A. 근본적인 원인 

      (1) 타고난 부패성 (2) 은혜 아래 살지 않기 때문 

   B. 실제적인 원인 

      (1) 범죄하기 때문 (2)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 
 

   2. 위험한 징후 5: 죄 죽임을 위한 방편들을 소홀히 함 

1) 자기부인이 없음 

   A. 자기부인의 소극적인 측면 

      (1) 이성으로부터의 자기부인 

      (2) 부패한 욕망에 재갈을 물림 

   B. 자기부인의 적극적인 측면 

      (1) 이웃을 사랑함: 자기사랑을 비움으로써 가능함 

      (2) 하나님께 헌신함: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과 공유함 
 

2) 십자가를 지지 않음 

       A. 예수님의 십자가와 신자의 십자가 

       B. 신자의 십자가: 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환난과 고통들 

       C. 신자의 인내: 마음으로 감당할 때가 성화가 촉진 됨 

         D.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함: 성령의 위로로 성례전적인  

                                      효과를 가져옴.  

    3) 내세를 묵상치 않음 

       A. 내세에 대한 묵상이 없거나 있어도 현실도피적인 동기임 

       B. 욕망이 땅의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세 묵상이 없음 

       C.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없음 

 

◆ 결론.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하늘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라. 

 

 

 

 

 

 

 

 

 

 

 

 

 

 

 

 

 

 

 

 

 
< 최고의 학습방법 > 

 

'최고의 학습방법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공부에 대

한 공부'라는 제목의 다큐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을 두 그룹으

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2시간을 공부하고, 다른 그룹은 한 시간 공부, 

한 시간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험을 보게 하자 2시간 공부

를 하고 시험을 본 쪽의 평균이 10점 더 높았습니다. 만약 내일이 시험이라

면 오늘은 모의시험을 보기보다는 내용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

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달 뒤에 다시 시험을 봤

더니, 이번엔 반대로 모의시험을 봤던 그룹이 평균이 15점 정도 더 높았습니

다. 단기 기억은 공부해서 집어넣는 쪽이 효율적이지만 평생을 가져가는 장기

기억은 집어넣을 것을 꺼내 쓰려는 노력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 입니다. "학습으로 

집어 넣었다면 시험으로 꺼내려고 노력해라"가 지금까지 밝혀진 최고의 공부

방법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는 월요일 

하루가 아니라 한 주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

다면 나머지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배 때들은 말씀을 일

상에서 꺼내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통계     $5,9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