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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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1 일), 어버이 주일(8 일) 

3. 2022 년 5 월 첫 주일부터 김성민 목사님의 인도로 제자 교회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밀톤 성전 (오전 9 시), 토론토 성전 (오후 2 시) 

4. 매주 오전 9 시에 대면, 비대면 예배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5. 대학 캠퍼스 봄학기 사역이 금주에 종강합니다 (5 팀, 14 명) 

6. 매주 목요일은 전도와 심방의 날입니다. 

7. 지속적인 333 중보기도: 밀톤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 통합으로 새로운   

    비젼과, 부흥을 위해서, 원주민  선교(풍토병 치유), 아이티 선교, 봄학기  

    캠퍼스 사역 

8. 목회자 소식: 은퇴식 / 4 월 30 일(토) 오전 11:30, 밀톤성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제 85 문: 우리가 우리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답: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Question 85: What doth God require of us, that we may escape his wrath  

                       and curse, due to us for sin? 

Answer: To escape the wrath and curse of God, due to us for sin, God 
requireth of us faith in Jesus Christ, repentance unto life, with the diligent 
use of all the outward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th to us the 
benefits of redemption. 

 

주일예배 목요예배 교회 학교 청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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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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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오전 9:00 
(교회 Church) 

(수요일 격주)  

오후 8:15 (Zoom) 

(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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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iltonkpc.com // pastorjcso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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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예배  오전 9:00 예배인도: 정창송 목사 
   

찬양의 시간  다함께 

송 영 (전주) 반주자 

예배의 기원  인도자 

*찬 송 5장 (통 3)   다함께 

*교독문      60. 시편 139편 / 314장 1절 (통 511) 다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및 기도 633장 정창송 목사 

교회 소식  인도자 

*성경 봉독   행 2:1-4 인도자 

설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To become a true Christian         

정창송 목사 

*찬 송                                191장 (통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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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 2:1-4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데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살펴 보고자 합니다. 
 

1. 오순절의 상징적 의미: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순절이란 유월절 이후 오십 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칠 

주가 일곱번 계속되어 칠칠절 혹은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레 23:15-16) 

이 때는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축제날입니다. 바로 이 날 성령이 

임하셨습 니다. 오늘 본문 1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오순절에는 놀라운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해서 오십 일이 지난 후에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계명을 받은 날이 첫 번째 유월절로부터 50 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단순한 감사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새롭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 

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서게 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 곧 하나 

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 공동체를 맺어 하나님은 이 

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서 입니 

다. 이 오순절 날 비로서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림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 

원 받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 받은 바로 그 구원의 날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 

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정확하 

게 50 일 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기막히게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50 일  

만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을 드린지 50 일 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과 정확하게 일치 합니 

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구약에서는 말씀 공동체, 신약에선 성령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 

므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렘 31:33) 

 

2. 말씀과 성령: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너 

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 

이라” (엡 2:8-9) 구원은 우리가 착하고 훌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 는 은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원인은 없고 결과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변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구약의 오순절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야 비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40 일 금식하셔서 주리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 

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 

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 

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성령을 받아야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비로 

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담대하게 세상을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 

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 니다 (마 28:19-20) 
 

말씀을 마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 (행 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