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생방송으로도 중계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10)
설교 : 장동민 목사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上午11:30
『神的能力与祷告』

帖撒罗尼迦前书 5:16-25
 陈兵 牧师

2:00 p.m
『Set Free to Live』

Luke 17:11-19
Rev. Jonathan Kwon

使徒信条:復活(사도신경:부활)
『体の復活(몸의 부활)』

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一 15:57-58 
崔禎玹 牧師

◆ 인터넷 생방송으로도 중계됩니다
“은혜, 은혜, 은혜”

찬 양
기 도

유장옥 목사 / 고린도전서 15:10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찬송가 251장)
정금희 권사

설 교 

다 함 께

2021. 9. 19 (No. 2021-38)

원로목사  김  상  복

담임목사  김  승  욱
 Daniel Sung Wook Kim Senior Pastor.

１３５０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야탑동 132번지)
368 Yatap-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09 Rep.of Korea

·031)780-9500
·031)780-9595

·031)780-9507
·031)780-9506

· 02)555-9955
·031)780-9720
0 ·031)780-9565

◆ 분당(중성전) : 김용진 목사

송종열 장로

유장옥 목사

김 승 욱 담임목사

산상수훈 3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15-20)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찬집Ⅱ 41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

После обеда 1:30
『Что важнее победы』

Книга Судей 1:1-2
Чхве Канён Пастор 

신선호 목사김용진 목사

김승욱 담임목사이종민 안수집사

2부 찬양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1부 찬양대
바울의 기도

핸드벨
묘한 세상 주시고

※ English Translation at 9:30am and 11:30am services
※ 주일 각부 예배실황은 인터넷 생방송으로도 중계됩니다

다 함 께

다 함 께

최강용 목사

다 함 께

정지혜 자매

다 함 께

교회여 일어나라!

(마 5:13-16)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어  

http://www.hcc.or.kr webmaster@hcc.or.kr

대표전화
FAX

목회실
FAX

대치선교관
중보기도실

오늘의양식

주 중 예 배

외 국 어 예 배(온라인예배)

설교

사회

결단의 시간

공동체나눔

선교적기도

기도

찬양 축제

주 일 예 배

찬양

설교

예배부름

헌신

찬송

기도

РусскоеБогослужениеРусскоеБогослужениеEnglish WorshipEnglish Worship 日本語礼拝日本語礼拝 中国语礼拜中国语礼拜
러시아어예배중국어예배일본어예배영어예배

금요영성집회 (오후 8:00, 본당)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수요초청예배 (오전 10:30, 본당)

1부 예배(오전 8:00) 2부 예배(오전 9:30) 3부 예배(오전 11:30) 4부 뉴웨이브예배(오후 1:30)본당 ▶

매일의 묵상 (할렐루야교회 유튜브)

◆ 사도행전 19 - 사도행전 25

김 승 욱 담임목사

산상수훈 3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15-20)



10.10(주일) 선교주일, 정기당회, 확신반 개강

10.15(금) 정기제직회

10.17(주일) 추수감사주일

10.24(주일) 나눔주일

9.26(주일) 나눔주일, 성경대학, 키즈이이 개강

9.30(목) 뉴시즌 목요예배 온라인 개강, 

        뉴시즌ee 2단계 훈련, 마더와이즈, 전도폭발 개강

10.1(금) 금요찬양집회

목회일정 

9월

주간중보기도제목01

10월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9.19(주일) 주일예배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추석을 맞아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담임목사님을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대면 예배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소서. 현장에서 
드리는 것만큼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의 섬김과 나눔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흐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며, 주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온 국민이 윤리적으로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사라지고,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 가정불화가 
치유되며, 약물 및 게임 중독, 음란한 문화가 인터넷에 자리 잡지 않도록 거룩한 영이 
온라인을 타고 흐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리화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대화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임마누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먼 거리를 오가는 친지와 이웃들의 행로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홀로 있는 성도를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영육의 평강이 더욱 넘치는 명절 되게 하소서.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어 속히 집단면역에 도달하게 하소서. 백신 물량 확보에도 
차질이 없게 하시고, 접종률을 높여서 국가적인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수도권 확진
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하지 않게 하시고, 정부의 정책이 국민 모두
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잘 지키게 하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대적인 변화에 지혜롭게 
반응하고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깊이 이해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는 일에 앞선 세대가 더욱 섬기게 하소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숙이 이루어
져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영적인 만족을 얻는 목사님의 말씀 사역이 되게 하소서. 
연약한 성도를 목양하실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참된 목자로 쓰임 받으시도록 
순간마다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을 주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할렐루야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교구와 각 부서를 섬기는 목회자를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맡겨진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게 하소서. 
무엇보다 가정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육신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소서. 바쁜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소서.



(2) 할렐루야복지재단 산하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원 모집

·모집 인원 : 2명(생산, 판매기사 및 사무원)

·접수 기간 : 9.27(월) 오후 6시까지

·제출 서류 : 할렐루야복지재단 홈페이지 참조

·접수 방법 : 이메일(hcc-hwf@hanmail.net) 접수

* 장애인보호작업장 회계 유경험자 우대

·문의 : 할렐루야복지재단 사무국(031-8017-7924)

(3) 할렐루야보호작업장 인테리어 공사 업체 모집

·공사명 : 할렐루야보호작업장 실내 인테리어 공사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37, 603호

(중앙인더스피아2차 아파트형공장)

·공사 범위 : 철거, 실내칸막이, 냉난방기, 전기, 

 바닥 및 천장 공사 등

·공사기간 : 10.4(월)-10.30(토)

·업체선정 방식 : 견적내역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공고기간 : 9.16(목)-9.23(목)

·현장설명 : 9.24(금) 오후 4시

·견적서 접수기한 : 9.29(수) 오후 5시까지

·업체선정 결과통보 : 10.1(금)

* 상세내용은 할렐루야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www.loveday.or.kr) 

·문의 : 할렐루야복지재단 사무국(031-8017-7924)

1.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 영 

교회소식02 교회의 여러가지 일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참여합시다 

아래의 결혼식 광고는 개별적으로 초대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ㅇ

(1) 박한용 군(5교구 박신호 집사, 이정숙 집사 차남)과 

이혜원 양

·일시 : 9.25(토) 오후 5시

·장소 : 보테가마지오(갤러리아포레 G층, 분당선 

서울숲역 4,5번 출구, 2호선 뚝섬역 8번 출구)

(2) 여인혁 군(6교구 여은구 안수집사, 최지희 권사 

장남)과 성연진 양

·일시 : 10.2(토) 낮 12시

·장소 : 동서울웨드빌 1층 그랜드볼룸홀

(분당선, 8호선 복정역 2번 출구, 셔틀버스 이용)

결 혼

(1) 故 강원호 집사(추은혜 집사 남편) 9.10 - 3교구

소 천

1. 교회 주요 알림

●  다음 주일(9.26) 주요행사

2. 각 부서 알림 

ㅇ

ㅇㅇ

ㅇ

(1) 새가족 안내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을 주시
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
니다.
·문의 : 새가족팀장 장영식 안수집사(010-6344-5800)
        홈페이지(www.hcc.or.kr 접속 후 하단 배너 

새가족 등록신청 클릭)

(2) 9.21(화) 화요중보기도회 안내
화요중보기도회는 추석을 맞이하여 추석 특집 매일의 
묵상 영상과 추석 가정예배로 대신하여 한 주 쉽니다.

(3) 9.24(금) 금요영성집회 강사 소개

·장동민 목사(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4)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배부
추석 명절 가정예배를 위한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순서지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예배 후 안내데스크

에서 받아가시거나 교회 홈페이지(하단 배너, 혹은 

공지사항 7071번 게시물)와 카카오톡 채널에서 다운

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순서지 내용에 따라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추석

가정예배 영상도 준비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추석 당일인 9.21(화) 오전 5시 30분 이

후에 할렐루야교회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채널 그

리고 순서지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주일

(1) 「오늘의 양식」 10월호 배부

① 주일예배 후 본당 로비와 2층 오늘의 양식사 

데스크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② 평일에는 교회 1층 안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③ 큰책자는 주일에는 오늘의양식사 데스크(2층)에서, 

평일에는 안내실(1층)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 오늘의 양식사(031-780-9572)

알 림



교회소식03
할렐루야교회 예배 및 시설 이용 안내  -  2021.8.20(금)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정규예배에 한하여 

공간 수용 인원 10%(최대 99명)로 대면예배가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8월 18일(수)부터 정규 예배에 한하여 현장 대면예배를 재개합니다. 

1. 정규예배 안내

1) 주일예배 - 8월 22일(주일)부터 기존의 예배 시간에 맞춰 본당, 중성전, 체육관에서 현장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 주일 예배시간 안내  1부 08:00 / 2부 09:30 / 3부 11:30 / 4부(뉴웨이브) 13:30

2) 분당 새벽기도회 - 8월 23일(월)부터 오전 5시 30분 / 중성전

*‘매일의 묵상’은 계속하여 매일 오전 5시 30분에 할렐루야교회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3) 화요중보기도회 - 8월 24일(화)부터 오전 10시 / 본당  

4) 수요초청예배 - 8월 18일(수)부터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본당, 중성전, 체육관 

5) 금요영성집회 - 8월 20일(금)부터 금요일 저녁 8시 / 본당, 중성전, 체육관

2. 뉴젠 주일학교 예배는 각 부서별로 온라인 비대면예배(현장예배 없음)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뉴젠 유튜브 채널이나 각 부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3. 정규예배를 위한 예배실 사용 이외의 교회의 다른 모든 부대시설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주중, 주일예배를 위한 지역 노선버스는 운행하지 않으며, 야탑역 셔틀버스만 운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이후의 자세한 공지 내용은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

김상복장학헌금

해외선교헌금

목적헌금

선교헌금

나눔헌금

(둘째주)

(넷째주)

십 일 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할렐루야 복지재단

오늘의 양식

·신한은행:100-030-135025 ·신한은행:100-030-135089

·신한은행:100-034-188750

·신한은행:100-034-188791

·신한은행:100-030-135040

·신한은행:100-025-611965

·신한은행:100-034-188712

·국민은행:294501-04-097516

·국민은행 : 9-0420-0420-69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할렐루야복지재단] 

< 온라인 헌금 시 동명이인 구분을 위하여 본인 성명과 배우자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꼭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 114-890229-50605 [예금주 : (사)기독교할렐루야선교원]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 (예금주 : 할렐루야교회)

인도자No. 이름 교구인도자No. 이름 교구인도자No. 이름 교구

이혜리김종국a 청년2부66송명현김기홍b 청년1부65홍주리a 7교구64 스스로 

새가족소개 >>>



교회소식04
뉴시즌 개강

■

■

■

■

 뉴시즌 온라인 개강 : 9.30(목) 오전 10시 30분    

 뉴시즌ee 2단계 시작 : 9.30(목)

 신입회원 문의 및 신청 : 강홍식 팀장(010-3663-5721) 문자 신청

 할렐루야교회 뉴시즌공동체 3주년기념 특별제작 

                

   솔직하고 담백한 목사님들의 신앙생활모습으로 함께 코로나를 헤쳐나갑니다.

 시청방법 

   1) 기존회원 : 뉴시즌 온라인 팀 문자 전달 예정

   2) 비회원 : 유튜브에서 [할렐루야교회뉴시즌공동체] 검색

    ‘슬기로운 신앙생활+’ - 교역자 편 -

*

끝까지 사랑하는 부부를 꿈꾸는 

신혼부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웨이브 청장년1부 좋은가정 세미나

9.26(주일)-10.24(주일) 오후 4시-6시, 5주

온라인(ZOOM)

청장년1부, 신혼부부

홍장빈 목사, 박현숙 사모 (패밀리타임 네트워크 대표, 

국제YWAM 대학사역 어드바이저)

봉은선 간사(010-2382-5312)

구글폼 신청서(QR코드)

9.24(금) 까지

일시

장소

대상

강사

신청방법

신청기간

문의

강의 주제일자

인정이 필요한 남편, 안정을 원하는 아내

당신의 행복을 지켜줄게

부부대화의 더하기와 빼기

부부 친밀함 키우기

하나님 나라와 가정

09/26

10/03

10/10

10/17

10/24



교회소식05
2021년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신청 기간 : 8.29(주일)-9.19(오늘)
·신청 방법 : 온라인(QR코드 참조, 구글폼 제출)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안내실 및 목회실에서 신청
·참여 방법 : 온라인(유튜브 할렐루야교회 교육 및 훈련 채널, ZOOM)
  * 양방향 소통강의로 진행되는 강의 3-8은 온라인(ZOOM) 사용이 가능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의 전 사전 교육 진행 예정)
·수강 신청 시 과목당 1학점 부여, 1인 최대 2과목 신청
·훈련비 : 학점 이수 희망자만 1만원 입금, 우리은행 881-122878-02-010(예금주 : 소진욱)
   ※ 입금 시 이름과 강의번호를 기입해 주셔야합니다(예 : 홍길동 강의2) 
   ※ 훈련비 관련 문의 : 팀장 이영석 안수집사(010-5305-0957)
·강의 기간 : 9.26(주일)-11.14(주일) 8주 * 강의에 따라 9-12주 편성
·개설과목

할렐루야성경대학 온라인 신청 안내

·문의 : 백세림 목사(010-6293-4183) * 문의는 문자로만 받습니다
평목 과정 신청 및 문의 : 부팀장 임동을 집사(010-5246-4323)※ 

강의명 강사 강의 일정

강의1 :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 데살로니가전후서 김사무엘 목사 9.26(주일)-11.14(주일) 오후 1시(30분)

강의2 : 구약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 - 말라기 이중구 목사 9.26(주일)-11.14(주일) 오후 1시(30분)

강의3 : 모세오경 읽기 장영준 목사 9.26(주일)-11.21(주일) 오후 1시(60분) 
＊ 9주

강의4 : 소망의 책 - 요한계시록 이철규 목사 9.30(목)-12.2(목) 오후 8시(60분) 
＊ 10주

강의5 : 성경일독학교 - 신약 이정은 전도사 9.28(화)-11.16(화) 오후 1시 30분(90분)

강의6 : 세상을 이기는 힘 - 야고보서 신선호 목사 9.28(화)-11.16(화) 오후 1시(60분)

강의7 : 어? 성경이 읽어지네!(신약) 윤영근 목사 9.25(토)-12.11(토) 오전 10시(120분) 
＊ 12주

강의8 : 어? 성경이 읽어지네!(신약) 윤영근 목사 9.26(주일)-12.12(주일) 
오후 1시 30분(120분) ＊ 12주

·신청 기간 : 9.12(주일)-9.23(목)
·훈련 일정 : 9.26(주일)-12.19(주일), 13주
·참여 방법 : 온라인(밴드-강의 동영상, ZOOM 수업, 전화 관리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등록(큐알코드) 

   *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 전화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 윤주희 전도사(010-2980-0502)

키즈이이 훈련생 모집 안내

지원 단계 대상 훈련비

1단계 (한국어 키즈이이 과정) 초등 3학년 이상의 학생 3만원

2단계 (영어 Kids’ EE 과정) 1단계를 수료한 학생 2만원

3단계 (한/영 키즈이이 심화 과정) 2단계를 수료한 학생 2만원

4단계 (한/영 소요리문답 훈련과정) 3단계를 수료한 학생 2만원



101

230

중 성 전

본 당

(월)-(금) 오전 5:30

(월)-(금) 오전 5:30

(화) 오전 10:00

(주일) 1-4부 예배 시

소예배실

유아부실

소예배실

소예배실

소예배실

중 성 전

소예배실

세미나실

소예배실

소예배실

오전 9:30/오전 11:30

오전 9:30/오전 11:30

오전 9:30/오전 11:30

오전 9:30/오전 11:30

오전 9:30/오전 11:30

오전 9:30

오전 9:30

오전 11:30

오후 1:30

오후 1:30

가

421

202

422

423

109

정기기도회 및 모임  >>>

-
온라인
온라인
322
500
202

소예배실
소예배실
야탑로방

(수)   낮 12:50
(목)   오전 10:30
(화)   오후 8:00
(금)   오후 7:00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1:30

뉴젠예배 >>>정기예배 >>>

본 당

본 당

본 당

본 당

본 당

본 당

세미나실

소예배실

세미나실

세미나실

사랑부실

06 교회안내

오전 8:00

오전 9:30

오전 11:30

오후 1:30

오전 10:30(수)

오후 8:00(금)

오후 2:00

오전 11:30

오전 11:30

오후 1:00

오전 9:30 / 오전 11:30 

할렐루야교회 홈페이지(hcc.or.kr)와 유튜브(youtube.com) 할렐루야교회 공식 채널                           을 통해서 
예배 생방송과 김승욱 목사의 지난 설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0

8, 8-1, 812, 50, 57, 60번 이용(야탑역 ③,④번 출구 앞 승차)

SK APT(종점) 앞 하차, 도보로 5분 소요

야탑역 하차(②번 출구 BYC 건물 신한은행 앞에서 셔틀버스 승차)

1부 6:40 / 7:05-8:05(15분 간격), 막차 8:25

오전 9시 10분-10시 40분(15분 간격)

예배 후 교회 출발 11:45, 12:00, 12:15, 12:30

오전 9시 10분-10시 40분(15분 간격)

예배 후 교회 출발 11:45, 12:00, 12:15, 12:30
오후 7:00-8:00(15분 간격), 막차 8:10

2부 8:40-9:40(15분 간격), 막차 10:00
3부 10:20-11:50(15분 간격), 막차 12:10
4부 12:30-14:00(15분 간격), 막차 14:20

이후 14:40-17:00(20분 간격)

김승욱 담임목사 김상복 원로목사

예배와 기도회 안내

영 아 부

유 아 부

유 치 부

초 등 1 부

초 등 2 부

중 등 부

고 등 부

어린이 영어예배

어 와 나

어린이 전도폭발

주 일 1 부 예 배

주 일 2 부 예 배

주 일 3 부 예 배

수 요 초 청 예 배

금 요 영 성 집 회

영 어 예 배

일 어 예 배

중 국 어 예 배

러 시 아 어 예 배

사 랑 부

주일4부 뉴웨이브예배

새벽기도회(분당)

새벽기도회(대치)

화 요 중 보 기 도 회

주일예배중보기도회

교구연합전도대
뉴시즌목요예배
뉴웨이브화요기도회
장 로 기 도 회
해외선교중보기도회
북한선교중보기도회

할렐루야교회 오시는 길(야탑역 기준)

▷ 지 하 철 : 

주일예배 

▷ 시내버스 : 

수요초청예배

금요영성집회

화요중보기도회

▷ 셔틀버스 

111

110

102

108

101

201

421

온라인

온라인

시간(주일)시간(주일) 장소 호실예배장소 호실예배

시간(요일)장소 호실구분 장소 호실구분시간(요일)

·CTS TV ‘성령의 새바람’매월 둘째·넷째(수) 오전 6:30
·Good TV ‘Vision 설교’(토) 오후 2:30
·CBS TV ‘TV 강단’(주일) 오전 5:00

·CTS TV ‘오늘의 양식’(매일) 오전 4:20
·블로그 http://sbdavidkim.blog.me

방송설교 프로그램 안내

야탑고등학교
테크노파크 버스종점
8,8-1, 812, 50, 57, 60번

새가족 교육실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며 우리의 조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조상을 숭배하거나 그들의 ‘영’ 앞에서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있기까지 먼저 우리의 조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우리 조상들에겐 구원받는 길이 아예 없었다는 것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조상들에게도 특별한 경우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창조주인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긍정적인 차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주셨다면, 인류들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또한 허락하셨다는 뜻이 아닐까요?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신약 시대이든 구약 
시대이든 어느 때나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도 역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 제사가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속죄하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십자가 원리’는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 구원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전에도 
아벨이나 노아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 언약(구약)의 시대는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그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멜기세댁이나 라합과 같은 인물들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지만 분명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 사람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람들에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기에 살았지만 전혀 
다른 지역과 배경에서 살았던 욥의 경우, 성경은 그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라고 말씀합니다(욥 1:3). 또한 초대교회 시대에 살았던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를 가리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행 10:31).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난 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선포합니다(행 10:34-35).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악에서 떠나 의롭게 살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옛 조상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앞에 활짝 열린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하반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엡 2:13). 전에는 멀리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하고 희귀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까이서 보고 만끽할 수 있는 충만하고 
활짝 열린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ㅇ

ㅇ

ㅇ

ㅇ

ㅇ

ㅇ

“우리 조상들에겐 구원받을 길이 없었나요?”

-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며 함께 인식해야 할 이슈 -

07 목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은 담임목사가 교회에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온 교우와 함께 나누는 사랑과 위로의 말씀, 권면과 교훈의 말씀입니다.

 김승욱 목사 드림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한 커뮤니티를 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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