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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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코로나 19 로 인한 협조 사항: 열체크와 손세정, 2m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2. 금주 주일(9 일)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주현절(Epiphany)이 시작됩니다. 

3. 토론토 제자 교회와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 년 4 월 첫 주일부터 

    밀톤 성전 (오전 9 시/정창송목사), 토론토 성전 (오후 2 시/김성민 목사) 

4. 금주 주일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김성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 2022 년 봄학기 대학 캠퍼스 사역이 15 일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6. 목회자 칼럼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94 회). 

7. 매주 목요일은 전도와 심방의 날입니다. 

8. 지속적인 333 중보기도: 밀톤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 통합으로 새로운 비젼과,    

    부흥을 위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종식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아이티와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겨울 성탄 원주민 선교가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제 71 문: 제 7 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제 7 계명에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Question 71: What is required in the seventh commandment? 

Answer:  The seventh commandment requireth the preservation of our own 
and our neighbor's chastity, in heart, speech, an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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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의 시간  다함께 

송 영 (전주) 반주자 

예배의 기원  인도자 

*찬 송 40 장 (통 43)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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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봉헌 및 기도 633장 정창송 목사 

교회 소식  인도자 

*성경 봉독 고전 4:1-2, 잠 25:13 인도자 

설교            충성의 의미 (2) 김성민 목사 

          The meaning of faithfulness (2)  

*찬 송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다함께 

*축 도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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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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1-2) 

주일 설교 요약 고전4:1-2, 잠25:13 충성의 의미 (2) 

왕하 2:4-6    

4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5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6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4Then Elijah said to him, "Stay here, Elisha; the Lord has sent me to Jericho." And he 
replie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live, I will not leave you." So they went to 
Jericho. 
5The company of the prophets at Jericho went up to Elisha and asked him, "Do you know 
that the Lord is going to take your master from you today?" "Yes, I know," he replied, "but 
do not speak of it." 6Then Elijah said to him, "Stay here; the Lord has sent me to the 
Jordan." And he replie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live, I will not leave you." 
So the two of them walked on. 
 

3.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전 4:1-2  

딤전 1:13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3Even though I was once a blasphemer and a persecutor and a violent man, I was shown 
mercy because I acted in ignorance and unbelief. 
 

딤전 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5Here is a trustworthy saying that deserves full acceptance: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of whom I am the worst. 
 

행 20:22-24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충성의 의미: 

 

1.충성의 의미: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하는 태도 

 

2. 충성은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삶의 모습이다. 

 

 마:25:14-15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4 "Again, it will be like a man going on a journey, who called his servants and 
entrusted his property to them. 15 To one he gave five talents of money, to another 
two talents, and to another one talent,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hen he went on 
his journey. 
 

마 25: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19"After a long time the master of those servants returned and settled accounts with 
them. 
 

왕하 2:9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9 When they had crossed, Elijah said to Elisha, "Tell me, what can I do for you before I 
am taken from you?"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Elisha replied. 
 

왕하 2:1-2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벧엘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벧엘로 내려가니” 

1 When the Lord was about to take Elijah up to heaven in a whirlwind, Elijah and Elisha 
were on their way from Gilgal. 2Elijah said to Elisha, "Stay here; the Lord has sent me 
to Bethel." But Elisha sai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live, I will not leave 
you." So they went down to Beth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