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권-9호(609)  2022.2.27. 

1. 매일성경 3-4월호 주문 신청: 문의- 김성민 집사

QT책이 도착했습니다. 예배 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 1/4분기 정기 제직회: 오늘 주일2부 예배 후, 본당

3. 선교회 회장단 모임: 오늘 1/4분기 정기 제직회 후, 1층 담임목사실

4. 사순절: 3/2(수)-4/14(목)

5. 선교회 월례회: 3/6(주)

6. 새가족 환영회: 3/6(주)

3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 

2(수): 입교/학습/세례 신청 (부활절까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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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금): 스데반/리브가 헌신예배 

28(주): 기관장 모임(4-6월 사역계획)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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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월 주일예배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 시리즈 설교 계획        . 

① 3/6 겸손하게 섬기는 삶 (요한복음 13:3-16)

② 3/13 충성스러운 삶 (요한복음 13:21-35)

③ 3/20 신뢰하는 삶 (요한복음 13:36–14:6)

④ 3/27 사랑의 삶 (요한복음 15:9-17)

⑤ 4/3 박해의 삶 (요한복음 15:18- 16:4)

⑥ 4/10 승리의 삶 (요한복음 16:19-33)

지난주 (2월 20일) 헌금 통계 ($4,4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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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장 ………………………………   다함께 

● 교 독 문 …………………… 8번 (시편 14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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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전진홍 장로 

(2부) 예배찬송………………… 405장 ………………………………    다함께 

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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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 ……………… 창세기 50장 15-21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죄책과 원망의 함정을 피하라”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06장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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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시리즈 11문: 하나님의 섭리 (시편 103편 19절) 

 

 
.- 

  
 

 

 

1. 죄책의 함정을 피하라 

1) 비록 요셉은 형들을 부둥켜안고 울며 입맞추고, 형들의 가족과 자

녀들까지 다 자신이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여전히 형

들은 요셉이 두려웠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과오를 용서했

다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용

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신뢰하

는 것도 중요합니다.  

 

2)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

도를 구원자와 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외로 자신의 죄사함을 확

신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3)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 자격이 충분하지 않

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로가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노

력해도 하나님께 용서 받을 자격을 얻을 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

니다. 그만큼 우리 죄는 심각합니다. 

 

4)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을 만한 공로가 부족한 악한 죄인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사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올바르고 정확한 이해입

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신

의 절망적인 영적 상태와 실상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주는 구원의 참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은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죄를 저지른 자가 치루어야 하는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

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

려 고통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2. 원망의 함정을 피하라 

1) 요셉은 원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가 형

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

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두 번째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

도 분노와 미움의 증오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2)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

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할 수

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의 결단이야 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

니까? 먼저 그들의 마음에는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

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또한 그 자신이 하나님께 용

서 받은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4) “용서는 분노의 문과 증오의 수갑을 여는 열쇠입니다.” 

(“Forgiveness is the key which unlocks the door of resentment 

and the handcuffs of hatred.”) by 코리 텐 붐 (Corrie Ten 

Boom)- 

 

5) 아직 우리 마음 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용서는 분노

의 문과 증오의 수갑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로 놓아줍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용서 받았으니, 우

리들도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줍시다. 용서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미움과 분노로부터

의 자유,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