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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창 41:46-52)

요셉이 처했던 환경

1.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고아)
2. 아버지의 편애로 이복형제들의 미움을 사 종으로 팔아치움(잊혀진 형제)
3. 유일한 피붙이 동생 베냐민과도 헤어져 홀로 외국에서 삶(이민자)
4.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으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힘(죄수)
5. 감옥에서도 해몽으로 풀려날 기회를 기대했으나 기다린 2년 세월(40:23-41:1)
6. 총리가 되어 이집트인 이름으로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정략결혼)
7. 7년 풍년 동안 자녀들과 함께하기 힘들었을 바쁜 관직 생활 
1. 므낫세(51절: “잊게 함”, “Forgetting”, Forgive!)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God has made me forget all my hardship and all my father’s house[ESV].

(마 11:28-30)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멍에 = 구속/부자유 + 일)
고통스런 과거의 추억(기억, 감정) 잊어버리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포기하라

(신 24:22)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 5: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 8: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 8: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게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
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눅 22:19)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記念)하라
2. 에브라임(52절: “갑절의 열매를 맺음”, “Fruitful”, Will prosper!)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새번역]”
“좋은 것”은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열정의 불을 붙이자!

(시 77:11-12 새번역)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
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깊이 되새기겠습니다.

           [ESV] I will ponder all your work, and meditate on your might deeds. 
우리는 모두 궁극적인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요셉이 받은 축복: 창 49:22-25)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31-39)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를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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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서울의 모든 동과 대학에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개척한다

매월� 첫주는� 용인에서� 현장예배로� 드립니다.
- 용인에서 드리는 매월 첫주 현장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예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구분 온라인 실시간 예배 현장예배

일시,

설교

주일 오전 9시 

김진호 목사

매월 첫주일 오후 2시

김진호 목사

장소,

채널

 • 홈페이지(afcc.kr) 

 • 유튜브(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용인교회 

5층 예배당

• 청년부는 매주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 유튜브 채널 : 그리스도의대사들 서울교회 청년부

- 현재 서울교회 청년부 현장예배는 없으며, 매월 마지막 주일은 

  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채널의 김진호 목사님 주일예배(오전 9시)

  로 대체됩니다. (문의 : 지효선 자매 ncomer21@naver.com)

신간� /� 8월호� 매일� QT� 교재

내가올때까지
13,000원

치유
16,000원

말씀의 실재
한글 1,500원
영어 3,000원

(초등부)
믿음의길잡이

2,500원

(유치부)
믿음의씨앗

3,000원

※ 유치부「믿음의 씨앗」의 경우 : 단품은 4차원 북카페에서 판매

   1년 세트(총12권 / 36,000원)는 믿음의 말씀사에서 판매

※「리디북스」로 믿음의 말씀사 서적을 만나보세요.
   PC버전 (회원가입 후 책 구매)

   모바일버전 (로그인 후 내 서점)에서 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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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우� 동정
오두석 김금옥 성도 부부의 차녀 오세용 자매와 조용철 형제의 

결혼식이 8/14(토) 오후 12:30에 피에스타귀족 강남 2층 피에스

타홀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참석인원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 은행명: 신한은행  • 예금주: 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 계좌번호: 100-032-660001 

• 입금자명: 이름+헌금종류 (예: 김사랑십일조, 김사랑선교 등)

   - 이름만 입금하시면 감사헌금으로 기재됩니다. 

LTG� 성경읽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8 9 10 11 12 13 14

주일예배 레위기 1-27장 (1회)

15 16 17 18 19 20 21
주일예배 마가복음 1-16장 (2회)

22 23 24 25 26 27 28
주일예배 민수기 1-36장 (1회)

29 30 31
주일예배 신명기 1-34장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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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침례받으실 분은 셀리더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답서 작성 및 교육 후 침례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반 교재 새로운 피조물 양육반 교재 믿음의반석(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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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리더모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여부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하반기 셀리더, 셀인턴 과제제출 : einju153@gmail.com

내� 손� 안의� 교회(스마트폰� 활용)�

①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인터넷 창에 afcc.kr 입력 후 현재페이지추가 → 홈화면

② 유튜브 검색 및 구독

  “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말씀의실재” 검색 및 구독

  “그리스도의대사들 서울교회 청년부” 

  “AFC달라스교회” (조규송 김보라 전도사)

③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 앱 (구매)

   새로운피조물 고백기도집 어플 활용

④ 새로운 피조물 전도지 앱 (무료)

 → 스마트 폰을 활용해 복음을 전하세요.

⑤ 말씀의 실재

   인터넷 창에 rorkr.com 입력 후 현재페이지추가 → 홈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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