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권-49호(490) 2019.12.08.. 

1, 2020년도 달력: 가정당 벽걸이용 1개, 탁삭용 2개씩 

2. 2020년도 화장실 청소 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층 게시판 등록)

3. 2020년도 차량 운행 봉사자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1층 게시판 등록)

4. 2020년도 [날마다 솟는 샘물] QT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QT 신청 문의 전영란 권사)

5. 기관장 모임(2020년 1-3월 사역 계획): 오늘 친교 후

6. 성탄주일예배: 12/22(주)

7. 교우부 교육: 12/22(주)

8. Christmas Eve Carol 신청 12/24(화) 오후 4시 교회서 출발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가정은 게시판에 Sign up 해주시기 바랍니다.)

9. 연합 성탄절예배 및 찬양대 성탄 칸타타: 12/25(수) 오전 11:00

10. Youth Winter Retreat “AF1”: 12/26(목) – 28(토)

11. 송구영신예배: 12/31(화)

8:00 ~ 9:00 저녁식사

9:00 ~ 10:30 순별 감사 나눔 및 찬양 연습

10:30 ~ 11:00 전교인 감사 찬양 나눔

11:00 ~ 송구영신 예배

▶ 교우소식

출타: 장확실 

등록: Gina Edgell, 유영아, 임미라 

 찬양대원 임명: 김미현 

12/16 (월) 계 19:11-21 히 브 리 서 1-5 

12/17 (화)  계 20:1-6 히 브 리 서 6-9 

12/18 (수) 계 20:7-15 히 브 리 서 10-11 

12/19 (목) 계 21:1-8 히 브 리 서 12-13 

12/20 (금) 계 21:9-21 야 고 보 서 1-5  

12/21 (토) 계 21:21-22:5 베드로전서 1-5 

12/22 (주) 주일설교본문 베드로후서 1-3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1부: 오전 9시30분 / 2부: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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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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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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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28장 ………………………………  다함께 

● 교 독 문 …………………… 56번 (강림절 [2])……………………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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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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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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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봉헌 …………………………………………………………………   다함께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로마서 3장 26절  ………………………  다함께 

(2부) 찬양대 ……………… “새롭게 하리라” ………………………  찬양대 

말씀강해 …………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리즈 (6) ………      김영목 목사 

“칭의와 양자됨” 

● 송영찬송 ………………………  492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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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책임자 (다음순서)  담당자 

헌금위원       이현진 (전진홍)    박혜덕, 조동순 

안내위원       전영란                              김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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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 샬롬 순 – 전진홍(전영란) 

강단 꽃 장식     전영란 

차량 운행      안건국            김경오, 안건국 

내주 기도      이강명 (이현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에베소서 6장 14절) 

 

<칭의와 양자됨> 

로마서 3장 26절 

 
 

◆ 서론. 구원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본론. 칭의와 양자됨에 대하여  

1. ‘칭의’에 대하여 

1) 칭의란?  

=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2) 칭의가 가져다 주는 유익은?  

(1) 죄를 정죄 받지 않음 

(2)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 받음 

 

2. ‘양자됨’에 대하여 

1) 양자됨이란?  

   =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행위 

 

2) 양자됨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1)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 

   (2)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가 됨 

   (3) 죄인으로서의 옛 생활과 신분이 완전히 청산됨 

   (4) 불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 

 

 

◆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 받는 ‘칭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영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대륙의 전도 책임자로 있을 때 전

도를 희망하는 후보자에게 “왜 당신은 해외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선교사 후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수백만의 사

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고 대

답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그 모든 동기들은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당신을 견디게 해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한 선교사는 

“나와 처는 먼지와 이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오직 그

리스도의 사랑만이 진정한 봉사를 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 103:21).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