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4:24)
창립.송정성전 1992년 1월 10일
입당.형곡성전 1994년 11월 27일
입당.오태성전 1998년 12월 29일_(19-37호)

2019.09.15

/ 사회, 설교 : 김성우 담임목사 /

주일예배

1부

/ 사회, 설교 : 이상헌 부목사 /

2부

(A.M 9:30)

주일 찬양 예배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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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묵상기도

다같이

기

원

사회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

No. 32 /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대표기도
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431장 내 주여 뜻대로

송

천선화 권사

343장 울어도 못하네

송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성경봉독

마19:16~30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찬

여호수아 찬양대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말씀증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성시교독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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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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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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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기도회
(금 P.M 8:00)

06 1부 말씀 -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길 6가지 (빌1:3~30)
07 2부 말씀 - 응답받으면 인생 달라진다. (삼상2:1~11)

사 회

설 교

심준호 부목사

김성우 담임목사

▣ 다음주 예배위원
구
분
주일 1부
예배전 찬양
이재훈
대 표 기 도
이성룡
찬양대(특송)
호산나

신앙고백

찬

주일 2부
심준호
양신철
할렐루야

송

송

(P.M 8:00)

사도신경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권혁숙 권사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성경봉독

잠27:10

말씀증거

가까운 이웃

헌

물

하나님의 십일조와 헌금

찬

송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교회소식
축

1부 예배 전 찬양 : 김철한 안수집사 2부 예배 전 찬양 : 김철한 안수집사

※표는 일어섭니다.

수요예배

도

사회자
심준호 부목사

예배 전 찬양 : 정인철 안수집사

새벽기도회

(매일 A.M 5:00)

주일 찬양
참소리
최경남
한나

인 도

심준호 부목사
수
요
김철한
권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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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단메시지(주일1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길 6가지
성경에 망한 자
다른 길을 간다. 불순종, 강퍅, 지속
현장에 실패자
→ 거역, 불순종
교회 신앙 연명자
하나님 뜻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아합왕 – 엘리야(기근, 갈멜산, 850인, 불 – 큰비…)
오바댜(궁내 대신, 어려서 하나님 경외, 선지자 100명)
아람(벤하닷 – 2번 큰 승리) –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미가야 선지자
22년간 – 수많은 기회, 수많은 권고 – 계속되는 완강함
4 – 절대언약
절대불가능이 – 인생작품 된다.
행1:1,3,8 – 절대 본색 → 노예 요셉 – 서밋응답
4 – 절대중심
도망자 다윗 – 정복의 자리
4 – 절대자리
당하는데 – 완벽한 인도
야곱 – 이것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유산× < 하나님 주신 것 가졌다.
요셉 – 이것 가지고 노예, 감옥, 온갖 어려움 다 이겼다.
모든 성도는 각자
– 이렇게 무장되어야 한다!
모든 후대들을 각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길 6가지
1. 3집중
1) 복음포럼(빌1:5) – 복음에서 교제함 – 확신(6)
2) 기도집중(빌1:9) – 깊은기도 – 지극히 선한 것 분별(10)
3) 전도사명(빌1:12) –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2.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
1) 그 이유 –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건, 문제, 위기, 만남, 억울한 일 – 모든 것 속에 언제나
그리스도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막을 수 없고 떠나 살 수 없다.
한번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다.
흑암에 그리스도만 빛이다. 죄악에 그리스도만 속죄다.
하나님 떠난 인생 그리스도만 임마누엘이다.
그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고 이끌고 계신다.
2)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
이 발견이 참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다.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계획, 고집, 꼼수
– 전혀 필요치 않다.
하나님 신에 감동되면 다 된다.
하나님 계획,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만 따라가면 된다.
이때 시23편 된 것, 나를 찾은 것, 하늘 산성에 들어간 것

(빌1: 3~30)

요셉요

3. 믿음의 진보
1) 망하는 이유
믿음을 파괴, 변질, 세속화, 해악신앙 퍼트리고
거역(10명 정탐꾼), 대적(고라), 타락(삼손), 완고(사울)
선동(세바), 반역(압살롬), 훼방꾼(산발랏, 도비야)
불만 조장, 강 건너 불구경하듯, 헌신을 조롱, 헌물을 도적질
2) 승리하고 인생작품 남기게 되는 이유
절대언약 – 4절대, 3본색, 4중심, 4자리
절대제자 – 3방향, 3비전, 3운동
절대시스템 – 5증거, 5체계, 5단계, 5대상
현장정복 – 3현장, 3우상, 3미신, 3문화, 3종교
절대센터
4.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구원받은 나
그러므로 인본주의×, 경쟁×, 거역×
문제 속에(하나님 계획), 사건 억울(하나님 인도)
응답없는(더 큰 응답), 막힐 때(더 좋은)
– 이를 확인 – 임마누엘, 인도, 응답, 역사
2)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생활
답,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 안 받는 진리, 운명 바꾸는 길
알려주는 것, 내가 하나님 누리는 것을 남이 보는 것,
찾아오는 전도, 찾아가는 전도, 예비된 자 찾는 것
5. 복음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1) 해악신앙이 아니고 복음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WCC, 자유주의, 동성애가 아니라 복음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타락, 교권이 아니고 복음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2) 전도, 선교에 후대사역, 치유, 엘리트 사역하는
절대센터 건축에 생을 드리는 헌신을 하라.
적극 협력하라.
3) 기도로, 물질로, 관심과 보호로, 달란트와 지위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라.
6. 시험 고난 올 것이다. 각오하라
1) 사단, 사단의 종들, 흑암, 대적자, 훼방꾼들 있을 것
그러므로 각오하라.
2) 어려움, 문제, 외로움, 오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각오하라.
3) 연단, 훈련, 노력, 결단에 따르는 희생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각오하라.
결론.
성도가 하나님 뜻을 결단 내리고 각오할 때
사단, 흑암은 도망간다.
교회 온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6가지 굳게 잡으라!

7

강단메시지(주일2부)

응답받으면 인생 달라진다
요셉! – 총리 때 비로소가 아닌 노예였을 때
이미 절대 힘 갖고 있었다.
언제? – 어머니 소천 – 위기 때, 어릴 때, 아플 때
아버지 장막 – 야곱 – 아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남는 것? - 정치, 경제, 수많은 사람들, 이는 연단, 훈련이다.
성경 – 망한 자들
말씀과 따로 간다. 그리스도 언약불신, 상실
지금 현장 – 실패자 → 창3, 6, 11장, 6가지 해악신앙
교회 – 신앙 겨우 연명자
감정대로, 마음대로, 야심, 기분대로
예) 함, 롯, 이스마엘, 에서, 라반
특히 아합 – 엘리야, 오바댜, 여호사밧, 미가야
기근(비), 갈멜산(불), 아람(벤하닷), 말씀성취
22년간 – 수많은 기회, 수많은 증거들을 주시며…
끝까지 말씀과 따로, 하나님과 원수, 주의 종과 원수,
멋대로 맘대로…
하나님 주신 절대언약4 절대 불가능 → 인생작품 절대불가능 - 인생작품
본색 3
→ 노예 요셉 → 서밋 인생 비천한 자 - 존귀한자
중심 4
도망자 다윗 → 정복의 자리
자리 4
한나 → 여기서 시대적 응답 을 받게 된다.
영원한 응답
1. 한나! 보통 여자였다.
1) 어느 날 고통이 시작
① 성태치 못함(삼상1:5)
② 브닌나가 들어옴(삼상1:2)
③ 브닌나 자식들(삼상1:2)
④ 대적 되게 – 심히 격동케, 괴롭히기 시작
그러므로 울고, 먹지 아니하고,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
2) 왜 이렇게 되는가?
① 사명 있는데 못 깨달으니까!
그러므로 편안케 놔두지를 않는다.
② 시대와 현장이 다 망했는데 나 혼자 행복하면 다다.
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
③ 기도 도달점 안에 있지 않다.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얕은 기도, 겉에서 맴도는 기도, 대강 기도
3)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으로
① 슬픔 속에서(간절한 기도), 괴로움 속에서(깊은 기도)
통곡하며(서원기도), 원통함 속에서(심정 통하는 기도)
② 모든 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하나님 뜻 찾기 위해
기도 속으로, 하나님 신에 감동되기 위해 기도 속으로
③ 이때 한나는 시대적인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됐다.(요14:26)
영원한, 기념비적 기도제목에 눈이 열렸다.(렘33:2~3)
평생, 나실인, 개혁
이때 응답 오고 고통, 슬픔 사라지게 됐다.

(삼상2:1~11)

2. 응답받으면 인생 달라진다.
1) 응답받으면
① 1~2절 응답받으면 – 괴로움이 감사로 바뀐다.
② 3~5절 응답받으면 – 나보다 강한 자 이긴다.
③ 6~7절 응답받으면 – 모든 주권 하나님 손에 있구나! 된다.
④ 8~9절 응답받으면 – 서밋인생 된다.
⑤ 10절 응답받으면 – 행복, 치유, 감사
요셉(300년 응답), 레위(천년응답),
다윗(영원한 응답)
2) 응답 올 기도제목 찾는 길
①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
②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목적
③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에서 나오는 하나님 꼭 하실 것
④ 현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필요
3.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다. 영적상태다.
1) 4절대 – 복음, 말씀, 기도, 사명
2) 3본색 – 행1:1, 3, 8
3) 4중심 – 하나님, 말씀, 교회, 목회자
4) 4자리 – 하나님 신에 감동,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마음 합한
이것 가진 4족장, 히11장 인물들
– 인본주의 쓰지않고 당하는데 절대응답, 서밋응답 온다.
그 이유? – 하나님 주신 언약이 원래 그런 것!
4. 이 언약가진 교회가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다.
1) 이것으로 온 세상 택자들을 다 살려낸다.
절대언약 가진 교회가 절대센터다.
절대불가능한 사람도 하나님 주신 절대언약으로만
다 살릴 수 있다.
2) 이것을 안 청교도들은
첫째 : 교회, 둘째 : 학교, 셋째 : 집
3) 절대센터 건축헌금에 생을 드리자!
이 시대 다윗이 되는 길이다. 순교자 되는 길이다.
왜? 하나님 최고 소원 중 소원
여기서 – 여자를 한나로! 아이를 사무엘로!
문제 청소년을 제자로! 종교를 복음으로!
무능자를 전도제자로! 모압여자를 룻으로!
이것이 절대 사랑! 절대 사명! 최대 최고 선물!
선행, 구제! 착한 행실!
결론.
절대가치? – 언약이다.
이 언약 가진 교회는 절대센터다.(15)
절대센터 건축 내가 절대제자 – 최고의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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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단메시지(주일1부)

6 Ways to Being Man of God
Failures in bible

goes to wrong way. continues
disobedience, stubbornness
Failures of the field
→ objection, disobedience,
People barely attending church
abandons God’s will and does by
their own heart and thought

King Ahab – Elijah(famine, Mt. Carmel, 850 priests, fire, heavy rain…)
Obadiah(officer of palace, awe God from childhood,
100prophets)
Aram(Benhadad-2 great victory) - one prophet, God’s one
Jehoshaphat
Prophet Micaiah
For 22years–many opportunities and advices – continuing stubbornness
4-absolute covenant
Absolute impossibility becomes lifetime
masterpiece.
1,3,8–Absolute true nature → Joseph the slave – answer of summit
4 – Absolute center
David the escapee – seat of conquest
4 – Absolute seat
suffering – perfect guidance
Jacob – As he knew it, father's inheritance X < got everything given
by God.
Joseph – with them he penetrated slave, prison and all of hardship.
Each and very saint
Each and every offspring
▶ 6 Ways to being Man of God
1. 3 Concentrations
1) Gospel forum (1:5) - partnership in the gospel –
sureness(6)
2) Focus on prayer (1:9) - deep prayer – approve what is
excellent(10)
3) Evangelism mission(1:12) - what has happened
served to advance the gospel.
2. To die is gain.
1) The reason – For me to live is the Christ!
Events, problems, crises, encounters, unfairness – he
works always in everything by Christ. The work of
Christ is unstoppable and we can't live by leaving it.
Once a Christ, always a Christ. Only Christ is light in
the dark and is redemption for sins. Only Christ, for
who has left God, is Immanuel. He's perfect.
He called me in with a plan and he's leading me.
2) So to put myself to death is gain.
This finding is first step of true faith life.
My emotion, mind, thought, plan, persistence, tricks
– are not needed at all.
If you are moved by spirit of God, all works.
You should follow God's plan, God's word and will.
This is Ps.23 at work in your life, to have found myself, to
have entered heavenly fortress
3. The Progress in the Faith
1) The reason why you fail
Because of destruction, degeneration, secularizing of
faith, spreading harmful faith
rebellion(10watchers),confrontation(Korah),
corruption(Samson), stubborness(Saul)
instigation(Seva) rebellion(Absalom), botherer(Sanballat,

요셉요

(Php. 1: 3~30)

Tobijah)
stir up discontent, remain a mere spectator, mock a devotion,
rob an offering
2) The reason of victory and the lifetime masterpiece
Absolute covenant – 4absolutes, 3true natures, 4centers,
4seats
Absolute disciple – 3direction, 3vision, 3movement
Absolute system – 5proofs, 5system, 5steps, 5objectives
Field conquest – 3fields, 3idols, 3superstition, 3cultures,
3religion
Absolute center

4. Let Your Manner of Life Be Worthy of the Gospel.
1) Myself who is saved to enjoy the Christ
So humanism X, competition X, rebellion X
In the problem(God's plan), incidents,
resentment(God's guidance)
no answer(greater answer), when being blocked(the
better)
… confirm this – Immanuel, guidance, answer, work
2) The life preaching the Christ
answer, way to meet God, truth not to being cursed, what
to change the fate
Informing, for others looking that I enjoying the God,
coming and going evangelism, looking for prepared one
5. Strive Side by Side for the Faith in the Gospel.
1) Strive for the gospel faith. not for harmful faith!
Strive for the faith of gospel not for WCC, liberalism and
homosexuality.
Strive for the faith of gospel not for corruption, church
rights.
2) The absolute center which carries out evangelism
and mission, ministry of future generation, healing
and elite
Make a lifetime devotion to this. Be actively devoted.
3) By prayer, material, interest and protection, talent
and position
Meet all needs.
6. Temptation and Hardship Will Come. Be prepared.
1) There shall be the Satan, its servants, darkness,
enemy and obstructor.
So be prepared.
2) There may be difficulty, problem, lonelihood and
misunderstanding.
So be prepared.
3) You may have to go through refining and training,
and sacrifice due to your effort and decision.
So be prepared.
Conclusion.
When a saint makes a resolution and determination about
God's will, Satan, darkness run away.
Whoever comes to the church should grow into man of God.
–- This is God's will.
Hold onto 6 things fir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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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sermon of this week

Prayer Answer Will Change The Life
Joseph! - Not when he finally became a governor but when
he was a slave, he already had the absolute power.
When? - mother’s death – when in danger, in youth, in pain
father’s tent – Jacob –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What remains? - politics, economics, many people. These are
refinement and training.
Bible – the destroyed
go separately from the Word
Fields now – failures
→ Covenant of Christ unbelief, lost
Church – barely keeping faith Ge.3, 6, 11, 6 harmful faiths
following emotion, thoughts, ambitions, feelings
example) Ham, Lot, Ishmael, Esau, Laban
Especially Ahab – Elijah, Obadiah, Jehoshaphat, Michaiah
drought(rain), Mt. Garmel(fire), Aram(Ben-hadad),
fulfillment of Word
For 22 years – many opportunities, many signs given…
Deviated from the Word, enemy to God, enemy to the serant of
God to the end, according to his own whim and feelings…
God-given
4 absolute covenants absolute impossibility → life masterpiece absolute impossibility
3 true-selfs
→ slave Joseph → summit life
– life masterpiece
4 centers
fugitive David → seat of conquest
the lowly – the noble
4 seats
Hannah → gets the answer of the age here.
everlasting answer
1. Hannah! Was Just a Common Woman.
1) One day, she started to have suffering.
① God had closed her womb.(1:5)
② Peninnah joined.(1:2)
③ Peninnah’s children(1:2)
④ Rival – provoked and irritated her
So she wept, would not eat, was distressed and prayed bitterly.
2) Why did it happen?
① Because she didn’t realize her mission!
So God didn’t let her stay calmly.
② My happiness is all even though the era and the field
have fallen down.
How wicked thought it is!
③ She have not prayed enough to reach the point.
Neither she prayed, nor she did not pray!
shallow praying, superficial praying, rough praying
3) At last under pain, into prayer in communion with God
① under sorrow(earnest prayer), under distress(deep prayer)
weeping bitterly(vow prayer),
under resentment(prayer pouring out her soul)
② into prayer with all things,
into prayer to find God’ desire,
into prayer to be touched by Spirit of God
③ Here Hannah found out period will of God.(Jn.14:26)
She opened her eyes to the eternal and monumental
prayer subject.(Jer.33:2~3)
lifelong, Nazarite, reformation
Here answers were given, distress and sorrow had gone.

(1Sa. 2: 1~11)

2. Prayer Answer Changes the Life.
1) If you receive answers
① v.1~2 – pain turns into gratitude.
② v.3~5 – you overcome the stronger than you.
③ v.6~7 – you realize God holds every sovereignty.
④ v.8~9 – you live as a summit.
⑤ v.10 – happy, healing, grateful
Joseph(answer for 300 years), Levi(answer for 1000 years),
David(eternal answer)
2) Way to seek a prayer subject that will bring forth the answer
① God’s will coming out from the Word
② God’s purpose coming out from the Gospel
③ What God will do for sure coming out from
prayer in communion with God
④ God’s necessity coming out from the field
3. More important is not the answer, but the spiritual state.
1) 4 absolutes – Gospel, Word, prayer, mission
2) 3 true-selfs – 1, 3, 8
3) 4 centers – God, Word, church, pastor
4) 4 seats – impression, plan, in communion, in line with God
4 patriarchies and figures of Heb.11, who had those,
– didn’t use humanism and suffered, but received the
absolute answer and summit answer.
Why? - That’s the way God’s covenant is!
4. The Church Having This Covenant is the Greatest Value
and the Absolute Value.
1) This saves all chosen people around the world.
The church having the absolute covenant is the absolute center.
Even an incapable man can save all by the absolute
covenant alone given from God.
2) Puritans who knew this...
The first: church, the second: school, the third: home
3) Devote your life to offering for the absolute center!
It’s the way to become today’s David.
It’s the way to be a martyr.
Why? The biggest desire of desires of God
Here – Woman as Hannah! Child as Samuel!
Troublemaker as disciple! Religion as Gospel!
The incapable as evangelist disciple!
Moabite woman as Ruth!
It is the absolute love! the aboslute mission!
the greatest present! virtue and help! good deed!
Conclusion.
Absolute value? - is covenant.
The church having this covenant is the absolute center.(15)
I am the absolute disciple who builds the absolute center.
– It’s greates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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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수요예배, 대소요리문답

친구의 충성된 권고 (잠27:9)

대소요리문답-제 6단원 (39-81문답)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힘의 원천
1) 행1:1, 3, 8 → 이 힘으로 초대교회는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했다.
2) 오늘도 –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 맹세
3) 하나님은 오늘도 – 기도응답 뜻을, 간절, 깊은 집중…
하나님 신에 감동,
모든 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얕은 기도, 맴도는 기도, 야심 기도, 내 목적 기도는 틀렸다.
4) 하나님 계획은 -

40.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이 비밀 가진 자 – 가치 있는 사람
이런 자 → 친구, 동역자, 평생 동행자로 삼아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무장되고 살고, 증거 있는 친구
1.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1) 기름과 향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
집안에는 – 향을
손님 머리에는 - 기름을 발라 주었다.
2) 그러므로 손님은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 주는구나!
2.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같이 아름다우니라
1) 충성된 권고
아끼고 잘 되게 하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고,
충고하고, 바른 길을 말해주는 것
2) 아름다우니라
향을 뿌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은 것
3. 삼위 하나님
1) 성부 하나님은 – 말씀으로 – 교훈, 가르치시고
2)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 구원으로 – 피로 속죄
3) 성령 하나님은 – 감동으로 – 변화, 거듭나게
결론
항상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 보혈을 의지하라.
성령감동 속에 살아라.

- 도덕의 법칙 -

답 :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① 도덕법
<롬 2: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
게 율법이 되나니
<롬 2: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원래인간

창1:27~28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

안에 있을 때 영생, 풍성, 행복하도록
인간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 지혜, 영광, 은혜

<

하나님을 불신앙(창3:1~6) - 하나님과 원수(롬5:10)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롬3:23) - 죄의 종(롬6:16)
마귀를 따라 반역(창3:4) - 마귀 자녀(요8:44)

2.타락 후 멸망

>

방황, 범죄, 고통, 죽음, 멸망

0

원죄
불신앙, 불순종, 불만족

인간

하나님

3.인간의 헛된 노력 - 하나님을 찾지만 – 우상, 미신, 종교, 점술에 빠짐 – 롬1:21-24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 허무, 공허, 미궁, 방황에 빠짐 – 롬1:21
수준, 인격, 철학, 윤리, 도덕, 법– 갈4:3 초등학문

4.하나님의 구원 - 예수(구원자): 창조주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사43:11, 마1:21, 딤전1:15)
그리스도(기름부음 받은 자): 선지자(요14:6) -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
제사장(롬8:1-2) - 죄, 저주, 심판, 지옥에서 구원받는 진리
왕(요일3:8) - 마귀, 흑암, 운명에서 해방되는 생명

<롬 10:5>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신자의 7가지 축복

오직 한 길

① 근본상태 - 롬5:10 하나님과 원수
롬3:23 죄의 종
요8:44 마귀 자녀가 됨
② 영적상태 - 엡2:1-2 우상,미신,점술,종교,철학
출20:4-5 제사,굿,잡신
③ 마음상태 - 엡2:3 불안,불행,불만족
마11:28-29 수고,무거운 짐,우울증,
자살충동,정신병,외로움,고독,두려움,
자폐증,노이로제,허무
④ 육신상태 - 행8:4-8 질병,난치병,불치병,물질,
건강,인간관계,우환질고,삶의 실패
⑤ 사후상태 - 히9:27,계14:9-10,눅16:19-31
죽음,심판,영원한 지옥
⑥ 자손상태 - 출20:4-5 삼사대까지 저주
고전10:20 영적유산
롬1:28 잃어버린 인생

예수 그리스도
(요14:6, 행4:12)
나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대신 죽으심

십자가
(막10:45, 요1:29, 행2:31-32, 히9:12)
구원과 속죄를
완성하심

부활
(요11:25-26, 행1:3
행1:22. 고전15:3-4
고전15:14, 계1:18)

① 하나님의 자녀(요1:12,고전3:16)
- 거듭남,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② 하나님의 인도(잠3:6,요14:16-17)
- 함께, 인도, 역사, 응답
③ 하나님의 역사(요14:14,요14:26)
-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활
④ 흑암 이기는 권세(눅10:19-20,막3:15)
- 자아, 세상, 마귀와 싸워 이김
⑤ 천사의 도움(히1:14,시103:22)
- 보호, 기도상달, 영적전쟁
⑥ 천국 시민(빌3:20,요5:24)
- 영원한 보장, 장래의 소망
⑦ 세계복음화(마28:18-20,행1:8)
- 제자, 증인, 교회

5.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1)
2)
3)
4)

영접(요1:12) -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심
시인(롬10:9-10) -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회개(막1:15) -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옴
지금(잠27:1) - 오늘, 지금, 여기

영 접 기 도
저를 지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이제 제 마음에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 죄악 된 삶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 하나님 자녀의 확신 5가지
① 구원의 확신(요일 5:10-13)
④ 사죄의 확신(요일 1:9)

② 기도응답의 확신(렘 33:1-3)
⑤ 승리의 확신(고전 10:13)

③ 인도의 확신(잠 3:5-6)

7. 하나님 자녀로 사는 법 - 전도자를 통해 부르신 교회에서 신앙생활(엡4:3, 딤전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