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팀’과 함께 환영실에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알리고 전파 합시다. 

2. 온라인 영상 예배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 금주 주일(10 일)부터 주현절(Epiphany)이 시작됩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4. 금주부터 캠퍼스 사역이 시작 됩니다. (9 명) 

5. 목회자 칼럼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68 회) 

6. 매주 목요일은 전도와 심방의 날입니다. 

7. 지속적인 333 중보기도: 밀톤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 부흥, 코로나 19 바이러스 

    치유와 교우들의 직장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고국의 안정과 바른 정치를 위해, 

    조속한 예배 회복, 아이티 사랑의 교회와 교회 Lease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제 19 문: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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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있게 되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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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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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 3:8,24; 요 8:34,42,44; 엡 2:12, 4:18    2) 요 3:36; 롬 1:18; 엡 2:3, 5:6 

3)   갈 3:10; 계 22:3    4) 창 3:16-19; 욥 5:7; 전 2:22-23; 롬 8:18-23 

5)   겔 18:4; 롬 5:12,6:23    6) 마 25:41, 46; 살후 1:9; 계 14:9-11 

주일예배 수요예배 교회 학교 청년부 

오후 12:30 저녁 7:00 (주) 오전 11:30 (Zoom) (목) 오후 8:00 (Zoom) 

647-850-9191    Cell: 647-208-9191 

www.miltonkpc.com // pastorjcso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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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예배 오후 12:30 예배인도: 정창송 목사 
   

송 영 (전주) 반주자 

예배의 기원  인도자 

*찬 송 37장 (통 37) 다함께 

*교독문 121. 주현절 (1)/314장 1절 (통 511) 다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봉헌 및 기도 633장 정창송 목사 

교회 소식  인도자 

찬양의 시간  다함께 

*성경 봉독 출애굽기 20:14 인도자 

설 교     간음하지 말라 (2) 정창송 목사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찬 송 601장 다함께 

*축 도  정창송 목사 
 

*는 일어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 

미래의 청소년들과 장년들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교육하는 공동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요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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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설교 요약 출 20:14 간음하지 말라 (2) 

간음하지 말라/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출 20:14) 
체계가 이미 무너져서 누가 누굴 흉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서 그런 면에서 편한 세상이 

되었지만 아주 위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세상이 이를 막아 주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막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내 자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스스로 막아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요. 성령 안에서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7 계명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2. 부부 관계에 틈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전 9:9 에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허무한 세상인데 그런데 그 

헛된 세상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인격적인 친밀함이 없이 육체적 사랑에 초점을 맞춘 사랑 역시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참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성적인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은 

선물입니다. 고전 7:3-5 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 성적 즐거움을 너무 무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성적 만족을 위해 배우자에게 서로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대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최상의 만족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때가 위기입니다. 일종의 권태기입니다. 그 때 다른 길을 찾으면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분방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랫동안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마귀가 틈 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무조건 가능하면 결사적으로 같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부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것마저도 상대방의 허락하에 가능하지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부부 관계는 틈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세월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랑은 서로를 존중해 주는 인격적 신뢰가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7 계명의 핵심은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잘 지내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관계를 벗어나 우리 인생에게 행복과 만족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부부 간의 순결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아시고 오직 한 사람에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강해 스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에서 일곱 번째 계명으로 

간음을 금하시는 계명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부부 관계 속에서 이 7 계명을 지키기 위한 

최상의 길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부부 사랑이 최고의 보호막입니다: 하나님께서 7 계명을 주신 목적은 가정을 지키라는 

가정의 소중함 때문입니다. 간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 중의 하나인 것은 가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까지 깨뜨리기 때문에 간음은 

최고의 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가정 안에서만 허용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바른 부부 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 관계를 

간음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7 계명을 통하여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한 남자와 여자라는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신 것이 

성경의 분명한 기준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7 계명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정의 출발인 “결혼”의 

소중함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가볍게 다루는 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결혼 전부터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 속에서 성적 

타락과 방종이 범람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생물학적 짝짓기가 아닙니다. 결혼 제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결혼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미혼의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즐기고자 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고전 7:2 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가정은 음란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 계명의 핵심은 부부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헤어질 때에는 헤어질 수 밖에 없는 

말못할 사정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의 문제는 정말 재고하고 또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아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하고 장가드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9:8-9). 그러니까 자신의 이기적 만족을 위해서 이혼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참된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딴 여자, 딴 남자가 안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끊임없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 순간 부부 관계 

속에 틈이 생기게 되고,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부부의 관계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성적 타락이 깊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