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15(560)    2021.4.18. 

1. 부고: 故 김정자 집사 소천

김일웅 집사님의 아내되시는 고 김정자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 

소천하셨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

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매일성경 큐티 5-6월호 신청: 오늘까지

  문의 및 신청: 전영란 권사 

3. 양육과정 여름학기 신청자 모집: 4/25일(주)까지

5월 첫째 주 개강 

새가족반(4주), 정착반(5주), 기초반(12주) 

문의 및 신청: 김영목 목사 

04/26 (월) 출 12:21-36 열왕기상 14-15 

04/27 (화) 출 12:37-51 열왕기상 16-17 

04/28 (수) 출 13:1-22 열왕기상 18-19 

04/29 (목) 출 14:1-14 열왕기상 20-21 

04/30 (금) 출 14:15-31 열왕기상 22 

05/01 (토) 출 15:1-21 열왕기하 1-3 

05/02 (주) 출 15:22-27 열왕기하 4-5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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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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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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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55장 ………………………………  다함께 

● 교 독 문 ………………… 14번 (시편 46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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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예배찬송…………………………  457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5장 5-6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베드로전서 강해 시리즈 (14) ………    김영목 목사 

“겸손한 자세로 순복하라” 
● 송영찬송 ………………………… 382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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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 (출애굽기 10장 21-29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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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한 자세로 순복하라> 
 

베드로전서 5장 5-6절 
  

 

본론. 교회의 멤버들에게 순복과 겸손을 권면하다. 

 

1.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리더들과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위에  

순복하라 

 

1) ‘순복’(submission)과 ‘순종’(obey) 

① 순복: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세우신 리더들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르겠다는 마음가짐과 태도. 

② 순종: 리더의 권위에 순복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외적인 행위. 

 

2) 내가 가진 생각과 의견이 교회의 리더들과 다를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취하고 있는가?  

= 교회의 리더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져서도 안 된다. 결국 하나

님은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가진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놓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위를 교회의 리더들에게 부

여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멤버들이 교회의 리더들의 결정에 

따르는 순복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한다.  

 

3)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의견이 교회의 리더들과 다소 다를 수 있고, 

개인의 견해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들에게 부

여하신 ‘행정적 지휘권’과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라고 가르친다.  

 

4) 성도가 멤버십의 위치에 있을 때, 상위 리더십이 가진 권위에 순

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리더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이 낮은 자세로 리더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한다. 

 

 

 

 

 

 

2.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 

 

1)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에게 순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

어야 하는 덕목이 바로 ‘겸손’이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겸

손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한다. 특별히 여기서 겸손의 덕목은 

단순히 교회 리더들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2)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는 태도이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에 순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3) 부족한 리더에 대한 두 가지 반응 (다윗 vs 압살롬) 

① 올바른 태도의 모형 ‘다윗’: 부족한 리더를 대하는 방법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그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

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② 올바르지 못한 태도의 모형 ‘압살롬’: 리더를 미워하고, 리더를 

대적함. 다른 멤버들과 리더 사이를 이간질함. 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 부족한 면모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멤버인 우리

가 리더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를 무시하거나 미

워해서는 안 된다.  

 

결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의 권위에 겸손한 자세로 순복하라.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세우신 리더들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

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그

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리더들과 그들의 권위에 순복

하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하

나님의 양 무리를 이끄는 또 다른 리더로 사역하도록 세워주실 것

이다.  
 

 

4월 11일 헌금통계 $3,23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