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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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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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Passion Week )이며 다음 주일(17 일)은 부활절  

   주일(Easter)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성금요일(15 일)은 금식을  

 권면합니다(한끼 이상). 더불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성찬예배가 있습니다. 

3. 토론토 제자 교회와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 년 5 월 첫 주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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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매주 오전 9 시에 대면, 비대면 예배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5. 매주 목요일은 전도와 심방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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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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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풍토병 치유), 아이티 선교, 봄학기 캠퍼스 위해서 (5 팀,14 명)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제 83 문: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답: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Question 83: Are all transgressions of the law equally heinous?  

Answer: Some sins in themselves, and by reason of several aggravations,  

               are more heinous in the sight of God than others. 

 

주일예배 목요예배 교회 학교 청년부 

오전 9:00 (교회) 

오전 9:00 (온라인) 

저녁 7:00 (교회) 

(수)저녁 7:00 (온라인) 

(주) 오전 9:00 
(교회 Church) 

(수요일 격주)  

오후 8:15 (Zoom) 

(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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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Nipissing Road, Milton, ON, L9T 4Z9 www.miltonkpc.com 

     주일 예배 (종려주일) 오전 9:00 예배인도: 정창송 목사 
   

찬양의 시간  다함께 

송 영 (전주) 반주자 

예배의 기원  인도자 

*찬 송 4장 (통 4)   다함께 

*교독문       129. 종려주일 / 314장 1절 (통 511) 다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및 기도 633장 정창송 목사 

교회 소식  인도자 

*성경 봉독 창 2:7 인도자 

설교            하나님의 창조 (17) 정창송 목사 

            God’s creation (17)  

*찬 송                                141장 (통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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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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 2:7) 

주일 설교 요약 창 2:7 하나님의 창조 (17)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씨리즈 설교 17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사람 창조의 내용이 잘 설명되 

어 있습니다. 이 인간 창조의 내력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살펴봅니다. 

 

1. 사람의 진정한 가치: 창 1:26-27 절에서 우리는 창조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 

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배웠는데 오늘 본문은 좀 더 자세히 인간 

창조의 기원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7 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흙으 

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의 본질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흙" “사람”의  어 

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겸손”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 

생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한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겸손이 소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 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시지만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 

하면서 살 때 예수님의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7 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 

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기(호흡, 숨)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나 헬라어에서 “생기, 숨, 숨결, 호흡, 기운, 바람, 영/르하흐=Sprit” 는 같은 의미로 쓰여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생명의 호흡) 

을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이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지, 정, 의”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성 

경은 이를 “생령”(Living being, Living soul) 곧 “산 사람, 살아 있는 혼/네페쉬” 곧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 

으셔야  인간이 됩니다.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한 핵심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부모님을 통해 왔 

지만 그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잊지마십 시요. 지금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숨, 영) 때문입니다. 

(욥 33:4, 시 104:30)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서 영을 빼면 인간은 “진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아셔야 합 

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면 실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계 3:1) 진정한 인 

간의 가치는 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의 상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이유입니다.  
 

2. 흙에 속한 자, 영과 혼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 

다. 이 신비를 그 어떤 과학이 증명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그 

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돈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입 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 

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그러므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면 흙 

덩이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살도록 하는 힘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 

입니다.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영과 혼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 

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땅에 속해 있지만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 

해서는 하나님의 숨, 호흡이 임해야 생령이 되어서 비로서 하나님을 찾고 영원을 추구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 

니다.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치있는 존재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빼면 인간은 진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