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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가 마인드” (빌 4:15-17)

1. 잘못된 전통에서 빠져 나오라(색 안경을 벗어라!)

1. 뿌리 깊은 조선의 유교문화: 사농공상(시험, 졸업장), 4차 산업시대, Streetwise
2. 한국 교회의 나쁜 전통(율법적, 종교적, 위선적, 샤머니즘) 

부정적인 경고 설교, 기복 신앙, 잘못된 이분법(성과 속, 청빈)

(마 19:24) 낙타[“gamla”: 밧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딤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

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2. 유대인의 지혜와 교육을 실천하자(모세5경, 하브루타, 안식일) 

   바/밧 미츠바(성인축하): 13/12세 생일 후 첫 안식일(율법 책, 시계, 돈)

3. 정확한 주님의 말씀과 삶을 보고 배우자(고후 8:9, 9:8, 갈 3:14)

(요삼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your soul]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

가 간구하노라: “5중 복음과 3박자 축복”(1983): 중생, 충만,(축복) 신유, 재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주기도문 마 6:9- 10)
  예배당 중심“교회생활”에서 가정과 직장 중심“신앙생활”(빛, 소금, 대사)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눅 16:9)
  It is important that you use the wealth of this world to demonstrate your friendship with 

God by winning friends and blessing others.[PB]
“이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여 친구들의 마음을 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이 세상의 돈/

재물을 씀으로써 당신과 하나님의 우정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학교)을 통한 경험과 인간관계, 성숙과 인격을 통해 직업/소명을 찾는다

(마 6: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4 =  눅 16:13)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히 11:9- 10)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

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도시)을 바랐음이라

(창 13: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현금과 땅/회사, 주식, 창 14:14)

   財(재물 재, Riches): 貝(조개 패: 돈) +  才(재주 재: 지식, 기술, 재능 신 8:18)

   産(낳을 산, Wealth): 태어나다, 만들어 내다, 富(가멸 부): 재물이 많고 넉넉하다

(히 11:22)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매우 중요한” 말씀] 

달란트(마 25:14- 30), 열 므나(눅 19:11- 27), 불의한 청지기(눅 16:1- 9), 

무화과나무(눅 13:6- 9):

(8- 9)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셀 SOS] Say: 계시/레마,  Obey: 믿음/결단,   Share: 계획/실행



“하나됨” (롬 6:3-9)   
-  권혁구 목사(용인교회 2부 설교)

1. 구약 속에 사는 신약 성도

의(인) – 죄(인): (롬 4:24- 5:1)

거룩한 -  더럽고 불결한(한없이 부족한): (고전 1:30)

셀 교회 -  통제하는 안정적인: (행 11:19- 22)

죄를 다스리는 -  죄에 다스림 받는: (롬 6:14)

예수님과 하나 된 -  예수님과 분리된: (엡 2:5- 6, 골 1:27)  

2. 동일시

1)  여호와와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할례   

(창 17:13- 14)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

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

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2) 새 언약: 예수의 피

(롬 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

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엡 2:4- 6)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with)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with)  일으키

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with)  하늘에 앉히시니(갈 2:20)

(삼상 18:3- 4)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롬 6:4,KJV)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3. 그리스도 인식(의식)

(요일 5:12- 13)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

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에이도) 하려 함이라 

(요일 3:1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에이도) 사

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 17:23,KJV)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

려 함이니이다

(빌 2:5,MSG)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

십시오

(MSG) T hink of yourselves the way Christ Jesus thought of himself.

[셀 SOS] Say: 계시/레마,  Obey: 믿음/결단,   Share: 계획/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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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주일
예배

누가복음 1-24장
주 1회

7 8 9 10 11 12 13
주일
예배

사도행전 1-28장
주 1회

14 15 16 17 18 19 20
주일
예배

빌립보서 1-4장 
주 6회

21 22 23 24 25 26 27
주일
예배

골로새서 1-4장
주 6회

 우리는 서울의 모든 동과 대학에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개척한다

매월 첫주는 용인에서 현장예배로 드립니다.

구분 현장예배 (3/7) 온라인 실시간 예배

일시,

설교

주일 오후 2시

김진호 목사

• 주일1부 오전 9시 김진호 목사 

• 주일2부 오전 11시 권혁구 목사

장소,

채널

용인교회 

5층 예배당

• 홈페이지(afcc.kr) 

• 유튜브(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 당분간 매월 첫주는 용인에서 현장예배(주일 오후 2시), 

    그외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 TV 또는 프로젝터 시청시 유튜브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처럼 기도

하십시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

가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딤전 2:2, 낏듗)  

용인수요예배 (김지연약사특강)
• 채널 : 교회 홈페이지(afcc.kr), 유튜브(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1주 2/17(수) 저녁
8:30

-
10:30

결혼과 부부 관계
2주 2/24(수)

3주 3/3(수)
성경적인 자녀 양육 

4주 3/10(수)

YouTube 추천 영상(검색) 

제목 : [ 2017 GSC]  스타트업, 겁내지 말고 도전하라

메가스터디 그룹 손주은 회장

링크 : https://youtu.be/pmhx2npWiEQ

제목 : 메가스터디 손주은이 말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 2019년 강의영상]
링크 : https://youtu.be/jheK6aZtJ5A

제목 : 메가스터디 손주은이 말하는 지식 교육 강의 중학교

학부모 대상 강의( 2014)
링크 : https://youtu.be/6BVFysT IUT0

매일 QT 교재
1년 세트(총12권 / 36,000원)는 믿음의 말씀사에서 구입

※ 구입처 : 믿음의 말씀사 http://faithbook.kr / 031-8005-5483

기부금영수증 이메일 발급
•  2020년 헌금분에 대해 이메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이메일 (afcseoul153@gmail.com)

※ 문의: 김웅열 재정집사 (010-9191-1377)

2월 LTG 성경읽기

LTG 노트
LTG 모임을 진행하는데 유용한 T ip이 담겨있는 LTG 노트

를 제작하였습니다. 셀리더가 예배당에 방문 수령하여 셀원

들에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훈련과정 안내
• 새가족반, 양육반, 침례 

주중에 셀별로 진행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셀리더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제를 제출 시 수료가 인정됩니다. 

① 새가족반 교재는 셀리더에게 제공합니다.

② 양육반 교재와 과제도서는 믿음의 말씀사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학습 지침서, 믿음의 계단)

※  믿음의 말씀사 : 031-8005-5483, 홈페이지(http://faithbook.kr)

• 셀리더모임

주중(수요오전 10시, 수요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내 손 안의 교회(스마트폰 활용) 
①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인터넷 창에 afcc.kr 입력 후 현재페이지추가 → 홈화면

② 말씀의 실재

   인터넷 창에 rorkr.com 입력 후 현재페이지추가 → 홈화면

③ 유튜브 구독

   “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말씀의실재” 검색 및 구독

④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 앱 (구매)

   새로운피조물 고백기도집 어플 활용

⑤ 새로운 피조물 전도지 앱 (무료)

 → 스마트 폰을 활용해 복음을 전하세요.

온라인 헌금 계좌
• 은행명: 신한은행  • 예금주: 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 계좌번호: 100-032-660001 

• 입금자명: 이름+헌금종류 

  예) 김사랑십일조, 김사랑선교, 김사랑감사 등

※ 선교헌금 작정서를 제출하신 분은 총액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홍길동 님의 선교 작정헌금 - 홍길동선교

※ 입금자 명에 이름이 없을 시 무명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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