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권-22호(622)  2022.6.12. 

1. 순모임: 오늘 친교 후

2. 6월 기도제목 순장/순모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관장 모임(7–9월 사역계획): 오늘 순모임 후

4. 남선교회 수요큐티모임: 수요일 저녁 8시 Zoom

5. 목요 중보 기도 모임: 목요일 10시 본당

6. Father’s Day 교육부 행사: 6/19(주) 친교 시

7. 교육부 졸업 예배: 6/24(금) 오후  7시 50분

8. 효도 저녁 식사 (70세 이상): 6/26(주) 오후 5시 BBQ Garden

교회차량 운행: 교회 오후 4시 출발

9. 7월 10일부터 주일1부예배의 [예배순서]가 변경됩니다.

10. 남자화장실 청소봉사자 신청

11. 7-8월 매일성경 큐티 신청 (문의: 김성민 집사)

7월 교회 행사 및 사역 안내    . 

3(주): 선교회 월례회 

10(주): 정기당회 

17(주): 여름 맞이 화단 정리 및 잡초 제거 

22(금) 여선교회 헌신예배 

6월-7월 주일예배 [역사하시는 성령님] 시리즈 설교 계획   . 

① 6/5  성령으로 확신함 (요한복음 16:7-15)

② 6/12 성령으로 거듭남 (요한복음 3:1-17)

③ 6/19 성령의 내주하심 (로마서 8:9-17)

④ 6/26 성령으로 충만함 (에베소서 5:8-21)

⑤ 7/3  성령과 동행함   (갈라디아서 5:16-25)

⑥ 7/10 성령으로 연합함 (고린도전서 12:4-14)

지난주 (6월 5일) 헌금 통계 ($4,1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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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1부예배  9:30am / 주일 2부예배 11:00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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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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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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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9장 ………………………………   다함께 

● 교 독 문 …………………… 21번 (시편 34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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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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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예배찬송………………… 366장 ………………………………    다함께 

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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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 ………………  요한복음 3장 1~17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성령으로 거듭남”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183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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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시리즈 33문: 칭의는 무엇입니까? 

 

 
.- 

  
 

 

 
 

서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1)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2) 안전의 욕구(safety) 

3) 애정·소속 욕구(love/belonging)  

4) 존중의 욕구(esteem)  

5)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2) 왜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까요? 그 욕구

가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마다 충족시킬 수 있

는 욕구는 분명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을 물로 채우려는 시

도 같이 끊임없이 붓고 또 부어도 인간 내면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공

통점이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욕구로 인해 남과 나를 비교

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며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

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본론 1.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  

1)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듭 태어난다’는 밀씀은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

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

로 고백하고 믿는 마음의 변화가 바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합니다. 

 

 

 

본론 2. 현대인의 실존적인 고민들 

1)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현대인들 대부분 생명력 없는 삶을 쳇바퀴 돌아가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멈

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럭을 몰고 있는 운전

수처럼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게 과연 살

아 있는 것일까?”, “진정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현대인들의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부, 명예, 권력, 쾌락을 계속 추구해도 결국 허무와 공허를 느끼며 생명력 없

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3) 어디 가야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 

어린이들과 청소년 뿐만 아니라 다 큰 어른들도 누구에게 물어보기 부끄럽

거나 어려운 고민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나

홀로 속으로 고민하며 힘들어 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른들이 많이 있습

니다. 문제는 변치 않는 진리를 물어볼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론 3. 성령으로 거듭난 삶 확인하기 

1)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① 자신의 죄인 됨과 비참한 영적 상태를 깨달음 

② 영혼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지함 

③ 예수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함  

④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감  

 

2)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

해 가십니다. 진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

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도 빼앗기지 아니하

는 기쁨이 머물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을 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