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권-5호(605)  2022.1.30. 

1. 설날을 맞이하여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 로비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 목요 중보기도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

3. 2021년 세금 보고 자료 신청: 문의: 재정위원장 이현진 장로

4. 2022년 달력이 로비에 비취 되어 있습니다.

(가정당 벽걸이용 2개, 탁상용 2개)

5. 화장실 청소 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로비에 화장실 청소 봉사 싸인업 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 

6(주): 선교회 월례회 

13(주): 정기당회 

25(금): 찬양대 헌신예배 

27(주): 1/4분기 정기 제직회 

주일예배 ‘인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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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주 (1월 23일) 헌금 통계 ($2,45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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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장 ………………………………   다함께 

● 교 독 문 …………………… 4번 (시편 5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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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2부) 예배찬송………………… 368장 ………………………………    다함께 

봉헌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창세기 39장 1-12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유혹의 함정을 피하라”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370장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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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시리즈 5-6문: 삼위일체 하나님 

 

 
.- 

  
 

 

 

1. 일이 잘 될 때 찾아오는 유혹을 주의하라 

1)  유혹은 언제 찾아옵니까? 일이 잘 될 때에 찾아옵니다. 유혹은 어

려움을 극복하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급여가 인상되거나, 또한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완수함

으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 사람들의 칭찬

과 축하의 말들이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유혹에 취약해질 수 있습

니다.  

 

2)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번영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 조심

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신 8:12-14).  왜 유혹은 일이 잘 될 때 찾아

올까요? 그 때가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유혹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번영과 성공의 때에 함께 오는 유혹은 때로는 “혜택”이

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4)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운 후,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요셉에게 은밀한 눈짓을 주며, 요셉

이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을 유혹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찾

아오는 유혹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은밀하게 찾아오는 유혹을 주의하라 

1) 달콤한 유혹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은밀하게’ 찾아온다는 것입

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은밀한 밀회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보

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였습니

다. 그러나 요셉의 대답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였습니

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것이다”란 자기 합리

화로 크고 작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고백

하였습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 

나님의 믿음에 대한 따라 마음을 정하고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단칼 

에 거절하였습니다.  

 

3)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삶의 기준들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은 영적 

전쟁을 앞두고 튼튼한 성벽을 쌓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제시

하는 표준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세어 둔 표

준으로 우리 마음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

도록 하기 위해서 평상시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성벽

을 견고하게 세워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4) 이 시대 현대인들의 도덕성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당신의 양심

이 당신의 길잡이가 되게 하라”(Let your conscience be your 

guide.)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이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

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을 대표하는 말은 다음

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길잡이가 되게 하라”(Let 

God’s word be your guide) 최종적인 도덕적 판단은 시대와 장소

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

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유혹의 현장에서 도망치라.  

1) 처음에는 눈짓으로 유혹하던 여인이, 그 다음에는 달콤한 말로 유

혹합니다. 말로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힘까지 사용하며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의 강도가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이처럼 죄

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기회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

리지 않습니다.  
 

2) 요셉은 자신의 옷을 꽉 붙잡고 있는 주인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자기 옷을 버려 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하

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영적인 지

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혹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서 정하신 삶의 표준을 지키기 어렵다면, 때때로 가장 현명하고 지혜

로운 방법은 그 유혹의 현장을 피하는 것입니다. 
 

3)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짓는 것

은 막을 수 있습니다." (“You cannot keep birds from flying in the air 

over your head, but you can prevent them from building a nest in 

your hair.” By Martin Luther)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

겠습니다만,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