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권-6호(606)  2022.2.6. 

1. 선교회 월례회: 오늘 예배 후

2. 목요 중보기도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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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장실 청소 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로비에 화장실 청소 봉사 싸인업 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3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 

2/27(주): 1/4분기 정기 제직회  

3/2(수): 사순절 시작 (4월 14일 목요일까지) 

입교/학습/세례 신청 (부활절까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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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헌금 통계 ($1,36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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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장 ………………………………   다함께 

● 교 독 문 …………………… 5번 (시편 8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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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2부) 예배찬송………………… 343장 ………………………………    다함께 

봉헌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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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 ……………… 창세기 40장 1-23절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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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찬송 ……………………… 342장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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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시리즈 7문: 하나님의 작정 (에베소서 1장 11-12절) 

 

 
.- 

  
 

 

 

서론. 불행한 세상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  

1)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큰 불행

이고 불공평한 일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가능하다면 선택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러나 우리의 삶이란, 꼭 우리가 원하는 방향만으로 흘러가지는 않습

니다.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원치 않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1)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제안한 성적 유혹을 단칼에 뿌리쳤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자신을 거부하는 요셉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그녀는 요셉이 아무도 집에 없는 틈을 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

짓말을 하며 요셉을 모함하였습니다. 결국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은 

몹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의가 다름 아닌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던 바로 그 때에는 세상이 정의로 가득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 타락 이후, 완벽했던 세상의 

정의는 깨져버렸습니다. 죄는 인간을 불의에 빠트렸고, 결국 죄인들

로 구성된 사회와 세상은 불의와 불공평한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

니다. 비록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지금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3)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춥고 컴컴한 지

하 감옥 속에 갇힌 요셉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감

옥 안에서도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4) 감옥 밖이나 안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인자’

를 더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성경에 '인자'로 번역된 히브

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

역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

랑’을 의미합니다. 비록 요셉이 처한 상황은 변했으나, 요셉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마주

하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2. 불의를 마주할 때에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1) 지하 감옥에 갇힌 요셉은 낙심하고 화를 내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웠

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는 감옥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한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기 보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감옥 밖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도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였습니다. 
 

2) “(시 27:13)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 생전에 여호와의 선

하심을 맛보리라는 것입니다. (시 27:14)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

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사

람 다윗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수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

고, 그 역시 수차례 불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때마다 다윗은 선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의

를 이루시고 선을 베푸실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3) 요셉과 다윗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

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면, 살아 생전에 여호와

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4) 가혹하리만큼 불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셨고, 그

가 견디도록 도울 힘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주님을 신

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불의를 마주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불의

에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