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권-7호(607)  2022.2.13. 

1. 매일성경 3-4월호 주문 신청 (문의: 전영란 권사)

2. [Letters to Jenny] 백혈병 치료를 위해 골수 이식을 받고 회복 중인

Jenny 자매를 위한 ‘위로편지’를 보내주실 분 10명 신청 받습니다.

 (영어, 한글 둘 다 가능) 

3. 1/4분기 정기 제직회: 2/27(주)

3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 

2(수): 사순절 시작 (4월 14일 목요일까지) 

입교/학습/세례 신청 (부활절까지 교육)  

6(주): 선교회 월례회 

13(주): Daylight Savings Time Begins (1am → 2am) 

25(금): 스데반/리브가 헌신예배 

28(주): 기관장 모임(4-6월 사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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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6일) 헌금 통계 ($2,7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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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장 ………………………………   다함께 

● 교 독 문 …………………… 6번 (시편 10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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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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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예배찬송………………… 336장 ………………………………    다함께 

봉헌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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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 ……………… 창세기 41장 28-37절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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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찬송 ……………………… 430장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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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시리즈 8-9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히 11장 3절) 

 

 
.- 

  
 

 

 

1.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1) 자신의 꿈을 해석할 것을 명령한 바로 왕에게 요셉은 꿈을 해석하

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요셉은 꿈을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꿈의 해석

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의 역사를 다스

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처럼 요셉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불행과 아픔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

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2) 혹시 지금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시련과 환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먼저 ‘고통의 때에도 우리의 삶을 다

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

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찾아온 흉년의 때에도 변

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

오. 

 

3)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약 1:5).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

고 살아가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주의 자녀들

을 건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시 50:15). 

 

4)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

십니다. 환난 날에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고통의 날에 하나님의 지혜

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2.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  

1)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뜻에 따라 앞으로 전 세계적

으로 일어날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 

 

웠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담대한 자세로 바로 왕에게 자신이 세운 전

략과 지혜를 권면하였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그가 세운 전략대로 애굽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을 관리하도록 하

였습니다. 
 

2) 요셉은 첫 7년 동안의 풍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대로 첫 7년 이후에 또 다시 7년간 

일어날 대흉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

셉은 풍년의 때에 이제 곧 닥쳐올 흉년의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였습

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요셉처럼 하나님

께서 보여주신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3)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

서 미리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 날에는 온 세상이 주님 앞에서 심

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경고 받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께서 보여주신 다가올 흉년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

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3.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1)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

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

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 분명 애굽은 요셉에게 고난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번영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신앙고백이 담긴 자녀들의 이

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요셉과 같이 인생의 

흉년의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