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의 교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 21 – 12 호

2021.03.21

미 주 한 인

◦ 환영

예 수 교

장

로

회

밀 톤 한인 장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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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t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100 Nipissing Road, Unit 8, Milton, ON. L9T 5B2 www.miltonkpc.com

◦ 알림
1.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알리고 전파 합시다.

주일 예배 (사순절)

오후 12:30

예배인도: 정창송 목사

송영

3. 다음 주일(28 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전주)

예배의 기원
4. 2020 년 회계 결산 공동회의를 유인물로 대신 합니다.

*찬 송

5. TNC 교회가 성전 이전으로 (4 월 첫째 주/Milton Baptist Church) 이주 준비를 하고
있어서 3 월달은 unit 7 에서 예배 드립니다.

128. 사순절 (5)/314 장 1 절 (통 511)

*신앙 고백

6. 목회자 칼럼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73 회)

봉헌 및 기도

7. 매주 목요일은 전도와 심방의 날입니다.
8. 지속적인 333 중보기도: 밀톤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 부흥,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도신경
633 장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정창송 목사

교회 소식

인도자

찬양의 시간

다함께

종식과 대면 예배의 회복, 아이티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예배 처소와 lease 를

*성경 봉독

위해서, 청년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원주민 여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설교

9. 목회자 소식: 노회 임원회 모임 참석 (22 일)

인도자
47 장

*교독문

반주자

출애굽기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3)

인도자
정창송 목사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3))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찬 송

제 29 문: 우리는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었습니까?

*축 도

답: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1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437 장

다함께
정창송 목사

*는 일어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

1) 딛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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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는 분들
담임 목사: 정창송, 교육목사: 김윤규

미래의 청소년들과 장년들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교육하는 공동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요 6:35)

복음 을 알고, 복음 을 누리며, 복음 을 전하는 밀톤 한인 장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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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설교 요약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3)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출 20:16)

십계명 강해 서른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에서 아홉 번째 계명으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을 금하시는 계명입니다. 오늘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와
9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신앙의 핵심은 진실입니다: 거짓 증거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신
21:9). 우리의 거짓 증거로 인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짓 증거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죽으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속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이 안전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복된 삶입니다. 거짓은 당장의 어려움은 모면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많습니다. 결코 거짓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잠시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잠 12:19)
그러므로 신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진리를 좇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시며 변치
않으시는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진실됨’입니다. 이 진실성이 무너져 버리고 거짓을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설마 거짓말이야 하겠니?” 이처럼 진실과 정직!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말에 진실성이 의심을 받는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사 43:10) 특별히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identity 는 “증인”입니다(행 1:8) 그런데 이 증인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정직성,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진리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거짓말을 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세상 속에서 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 봉사 열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은 “정직성”입니다.
증인으로서 우리의 열심은 정직함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진실과
정직함입니다.
2. 진실이 이긴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 속에서 진실을 선택하면 당장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실이 이긴다는
확신을 가져야 두려워하지 않고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잠 19:5)
이처럼 거짓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거짓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행 13:22) 이라 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높히시고 인정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이룬 수많은 업적 때문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약점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가장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모습을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 이 사실을 꼽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이루어 가고 있었고 통일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영웅이요 성공한 왕으로 높은 명성을 얻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때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드러낼 때, 다윗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로 절대 권력자로 서 있어서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감추었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벗어 버립니다(삼하 12:13). 다윗은 그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함으로 그 동안 쌓아온 모든 명성을 한 순간에 다 파묻어 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시 51 편을 보면 다윗의 참회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 51:9-11)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깊은 회개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완전해져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순간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비로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솔직해지는 순간 다윗은 죽는 경험을 하지만
그 정직은 다시 그를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진실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며
정직하게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그의 인생이 추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다윗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할 때 비로서 모든 관계가
깊어지며 또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직성의 회복이 이
9 계명의 회복입니다. 진실이 힘이요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9 계명을 공부하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엉켜 있고, 뭔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뒷걸음질 친다면 한번쯤 9 계명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풀어가는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능력이 진실과 정직함임을 아시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