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20(565)    2021.5.23. 

1. 오늘은 주일예배 후 친교실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교육부 졸업예배: 6/25(금)

3. 야외예배:6/27(주)

05/24 (월) 잠 13:1-13 역 대 하 34-35 

05/25 (화) 잠 13:14-25 역 대 하 36 

05/26 (수) 잠 14:1-19 에 스 라 1-4 

05/27 (목) 잠 14:20-35 에 스 라 5-7 

05/28 (금) 잠 15:1-18 에 스 라 8-10 

05/29 (토) 잠 15:19-33 느헤미야 1-4 

05/30 (주) 잠 16:1-15 느헤미야 5-7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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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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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14장 ………………………………  다함께 

● 교 독 문 …………………… 17번 (65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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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전진홍 장로 

예배찬송…………………………  88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사도행전 2장 1-13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4) …………  김영목 목사 

“오순절 성령 강림” 
● 송영찬송 ………………………… 179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성숙한 지혜” (잠언 14장 1-19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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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1-13절 
  

 

1.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기로 약속하심  

1)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선지자 요엘의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2) 나이, 성별, 국적, 인종, 신분 등 모든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욜 2장 28-32절) 

 

3)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다.   

 

2. 오순절  

1)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

나이다. 오순절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백

성들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7주를 계산한다. 

7주 후 바로 다음날, 즉 50일 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그래서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부른다. 또한 오순절은 

보리 수확이 다 끝난 시기이기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른다.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따라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이 되는 오순

절에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3. 성령 강림 

1) 2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청각적 묘사) 

           성령 강림 사건은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나타났다.  

 

2) 3절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시각적 묘사) 

   2절과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3) 3절에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4절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했다.  

즉 사도들 뿐만 아니라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120 여명의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은 차별없이 임하였다.  

 

4)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

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언’이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 

즉 외국어를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2-14장에서 다루고 있는 천상

의 말이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국어였다.  

 

5) 오순절을 맞이하여 전 세계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다른 방언, 즉 외국어로 기도하는 사도들과 무리들로 

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의 방언은 

횡설수설한 것이 아니라, 듣는 이가 그 주제와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했다.  

 

6) ‘하나님의 큰 일’이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사도 베

드로의 설교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킨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

리스 안에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 사역(복음)이 전 세계의 언어로 동

시다발적으로 전해졌다.  

 

7)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여러가지 은사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

서 ‘방언을 하느냐 못 하느냐’를 두고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8)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권면하며, “그리하면 성

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5월 16일 헌금통계 $2,88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