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권-3호(603)  2022.1.16. 

1. 2022년도 봄학기 훈련 및 양육 개강

2. 유니아 선교회 큐티모임: 1/19~2/23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 중보기도 모임: 1/20~3/31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4. 제직 금요헌신예배: 1/28(금)

5. 2021년 헌금 세금보고 자료신청: (문의: 재정위원장 이현진 장로)

2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6(주): 선교회 월례회 

13(주): 정기당회 

25(금): 찬양대 헌신예배 

27(주): 1/4분기 정기 제직회 

주일예배 ‘함정을 피하라 시리즈’ 설교 계획 

① 1/23 배신의 함정을 피하라 (창세기 37장 18-27절)

② 1/30 유혹의 함정을 피하라 (창세기 39장 1-12절)

③ 2/6  불의의 함정을 피하라 (창세기 40장 1-23절)

④ 2/13 흉년의 함정을 피하라 (창세기 41장 28-37절)

⑤ 2/20 괴로움의 함정을 피하라 (창세기 45장 1-11절)

⑥ 2/27 죄책과 원망의 함정을 피하라 (창세기 50장 15-21절)

1월 9일 헌금 통계 ($2,684.65)   

(교회 우체국 사서함 주소: PO Box #44 Grayslake, IL 60030)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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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배기원 ………………… “나는 예배자입니다”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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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10장 ………………………………   다함께 

● 교 독 문 …………………… 2번 (시편 2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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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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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예배찬송…………………… 529장 ……………………………    다함께 

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오바댜 1장 1-15절 ……………………  다함께 

말씀강해 ………… “형제를 돌보는 정의로운 삶”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516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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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3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 하는 것은 무엇인가?”  

 

 
.- 
  

 

 

 

1.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 

1) 이스라엘과 에돔은 뿌리가 같은 형제입니다. 신흥강국 바벨론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려 하자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에돔을 포함하여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2) 그러나 이후 바벨론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자, 이 때 에돔은 

반바벨론 연합군을 배반합니다. 에돔은 남유다를 배신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도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에돔은 형제 국가를 

배신한 것입니다. 형제의 고난을 외면한 에돔의 교만함에 진노하신 하

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심판으로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멸망시키

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에돔의 교만과 멸망 

1) 에돔은 바위산 위에 세워진 천연요새의 지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들은 적군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지리적 이점만 믿고 교만하게 행동했

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에돔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완전

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이처럼 에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공 당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

고, 도리어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을 이용하여 도시를 약탈하고 이스라

엘 백성들을 참혹하게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3. 형제의 고난을 돌아보는 정의로운 삶  

1) 하나님께서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당한 형

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좇는 불의로운 세상

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형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돌봄으로써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2) 형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외면한 에돔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척 방관하고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힘없고 연약한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삶

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2022년도 예배기원 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