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11(556)       2021.3.14. 

1. 금요찬양예배 현장예배 재개 안내: 3/19(금)

  이번주부터 금요예배가 온라인예배에서 현장예배로 전환됩니다. 

2. 부활절 예배 안내: 4/4(주)

다가오는 부활절 예배는 Drive-in예배로 진행됩니다. 이번 부

활절 예배는 한어권과 영어권의 연합예배가 아닌, 각 부서별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학교 자녀의 경우 동일하게 주일 

오전 9시에 Zoom을 통한 온라인예배로 진행됩니다. 

Youth/EM은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현장예배 및 Zoom을 통

한 온라인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3. 봄맞이 교회 대청소: 4/11(주)

4. 성경 찬송가 안내

2022년부터 성경은 현재 사용 중인 ‘개역한글성경’(1961년 출

판)에서 ‘개역개정성경’(2005년 출판)으로 변경하여 사용합니

다. 찬송가는 [새찬송가]을 사용합니다. 올해 성경1독을 하신 

분들께는 개역개정성경과 새찬송가를 선물로 드립니다. 

03/15 (월) 눅 18:15-30 사 사 기 4-6 

03/16 (화) 눅 18:31-43 사 사 기 7-8 

03/17 (수) 눅 19:1-10 사 사 기 9-10 

03/18 (목) 눅 19:11-27 사 사 기 11-13 

03/19 (금) 눅 19:28-48 사 사 기 14-16 

03/20 (토) 눅 20:1-18 사 사 기 17-19 

03/21 (주) 눅 20:19-40 사 사 기 20-21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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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배기원 ……………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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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46장 ………………………………  다함께 

● 교 독 문 ………………… 11번 (시편 28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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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용필 장로 

예배찬송…………………………  418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25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베드로전서 강해 시리즈 (10) ………    김영목 목사 

“선행 중의 고난도 참으면 하나님께 귀한 것이 됨” 
● 송영찬송 ………………………… 265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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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서 개관 시리즈 (6) “아가서: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8장 7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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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행 중의 고난도 참으면 하나님께 귀한 것이 됨 > 
 

베드로전서 2장 18-25절 
  

 

1. 선행 중에 고난 있어도 주를 위해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1) v18 “사환들아” = “Slaves”(NIV), “종들이여”(우리말성경) 

= “하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새번역성경) 

        18-25절은 노예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권면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가르침은 모든 계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  
 

      2) v18 “까다로운 자” = ‘비뚤어진 사람’, ‘심술궂은 사람’ 

         베드로는 비인격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나님을 모르기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비뚤어진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까다로운

주인을 섬기는 경우에도, 노예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

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한다.  

 

      3) v19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함.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악을 행한 자에게 그대로 악으로 갚겠는가?  

 

4)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빌고, 끝까지 선을 행 

해야 한다. (벧전 3:9, 롬 12:14-21) 

 

      5) v19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① 우리가 겪고 있는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 

② 까다로운 불신자들에게 고통 당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③ 부당한 상황에 대한 궁극적 심판자 하나님께 공의로 갚아주심 

 

      6) v19, v20 “아름답다” =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선을 행하는 중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심(눅 6:32-35). 

 

 

 

 

 

 

7) 자신의 과오나 죄를 지음으로 받는 고난은 불명예를 줄 뿐이다. 

 

8) v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을 감수하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감내해야 할 필수적인 삶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살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2. 애매한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Q1. 왜 죄 없으신 예수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①  예수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②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마땅히 따라야 할 모범이 되도록 하셨

다. 즉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심.  

(v21 “자취” = “발자취”, “발자국”) 

 

Q2.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 

① 주님은 부당하게 욕을 받으셨으나, 그들에게 욕하지 않으셨다. 

= 로마군인의 모욕,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욕에도 잠잠하심 

②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 받으셨으나,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다. 

=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 세상은 싸워서 쟁취하라고 한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죽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승리하셨다.  

③ 예수님은 위협을 받으실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

의 모든 것을 맡기셨다.  

= 부당한 고난에도 인내하고, 끝까지 선으로 사명을 감당하심 

 

결론. 부당한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3월 7일 헌금통계 $289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