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17(562)       2021.5.2. 

1. 당회: 5/5(수)

2. 어머니주일: 5/9(주)

05/03 (월) 잠 1:20-33 열왕기하 24-25 

05/04 (화) 잠 2:1-15 역 대 상 1-2 

05/05 (수) 잠 2:16-22 역 대 상 3-5 

05/06 (목) 잠 3:1-10 역 대 상 6-7 

05/07 (금) 잠 3:11-35 역 대 상 8-10 

05/08 (토) 잠 4:1-9 역 대 상 11-14 

05/09 (주) 잠 4:10-27 역 대 상 15-17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예배의 부름 ………………… 요한복음 4장 24절 ……………………  사회자 

● 예배기원 ……………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     다함께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78장 ………………………………  다함께

● 교 독 문 ………………… 71번 (어린이주일) …………………… 다함께 

● 사도신경 …………………………………………………………………      다함께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예배찬송…………………………  172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1) …………  김영목 목사 

“하나님 나라와 성령” 
● 송영찬송 ………………………… 434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겸손한 지혜” (잠언 3장 1-10절) 

.- 

예배의 부름 ………………… 요한복음 4장 24절 ……………………  사회자 

<하나님 나라와 성령> 

사도행전 1장 1-5절 

1.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1) 신약 성경 중 가장 분량이 긴 책은 누가복음이며, 세 번째로 긴

책이 사도행전이다. 누가가 기록한 이 두 권의 책이 신약성경의 

30%를 차지한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글을 합쳐도 누가가 

기록한 글보다 분량이 적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을 다 합쳐도 

적다. 즉, 누가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분량을 기록한 저자이다.  

2)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①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고난과 죽음,

    그의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함 

②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탄생으로부터 교회의 고난과

    순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함 

1.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1)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제일 처음 가르치신 주제가 바

로 ‘하나님 나라’이며, 승천 직전 가장 마지막에 가르치신 주제 또

한 ‘하나님 나라’이다.  

2)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곳으로 생각한

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서 시

작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

라는 지금 이곳에 이미 임하였다.  

3) 한 나라의 영토는 그 나라의 법이 다스리는 지역까지를 포함한

다. 태평양 한 가운데 있는 하와이가 미국 영토인 이유는 미국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 말씀(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4) 교회의 존립 목적은 예수께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하나

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다. 

예수를 모르던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그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섬기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초대교회를 통해 확장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2.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1)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

씀하셨다. 여기서 말씀하신 ‘선물’이 바로 ‘성령’이다. 사도들이 예수

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필

요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

살렘에서 기다렸다.  

2)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사도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와 그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사도행전 11

장을 보면, 처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 성령이 임하신 것과 같

이 그들도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3) 우리들도 따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이후에 성령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초대교회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4월 25일 헌금통계 $2,9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