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34(579)      2021.8.29. 

1. 유초등부 가을학기 Zoom 금요성경공부 9월 3일 개강:

저녁 7시 반

2. 주일1부예배 (오전 9시 반) 9월 5일부터 재개

3. 로마서 8장 암송 신청: 14주간, 9월 5일부터 시작

 (신청문의: 김영목 목사) 

4. 9월 26일(주일) 야외예배

10월 교회행사 

10월 3일 교회 가을 대청소 

10월 12-13일 PCA 한인중부노회 

08/30 (월) 시 67:1-7 에 스 겔 22-24 

08/31 (화) 시 68:1-18 에 스 겔 25-27 

09/01 (수) 시 68:19-35 에 스 겔 28-31 

09/02 (목) 시 69:1-18 에 스 겔 32-33 

09/03 (금) 시 69:19-36 에 스 겔 34-36 

09/04 (토) 시 70:1-5 에 스 겔 37-39 

09/05 (주) 시 71:1-16 에 스 겔 40-42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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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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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55장 ………………………………  다함께

● 교 독 문 …………………… 31번 (142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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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예배찬송…………………………  360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사도행전 10장 1-23절 …………………   다함께 

말씀강해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60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 (갈라디아서 1장 1-10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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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음

1) ‘고넬료’(Cornerlius)는 ‘이탈리아 부대’에 소속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란 계급은 로마 보병이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

입니다. 백부장들은 대부분 실전 경험이 풍부했으며, 매우 엄격했

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군대의 장교들은 식민지 사람들을 깔보

고 무시하고 그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

인공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2)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고넬료의 경건함을 세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 그와 그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

다. 둘째,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사는 가난한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

니다. 셋째,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일상생활과 그의 마음가짐을 살펴보셨

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일상을 면밀하게 관

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또한 어떤 자

세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시고 또 

그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4)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

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곳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웃들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5) 천사는 고넬료의 구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

신 바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마음이 힘든 사

람들에게는 손을 내밀어 위로해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

면하지 않는 것, 이웃을 향한 작은 섬김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후하게 갚아 주십니다 (잠언19:17). 

우리들은 어떻게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음

1) 베드로는 정오 시간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경건

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매일 같이 부지런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

기 위해 올라간 지붕은, 평평한 곳으로 팔레스틴의 가옥 형태를 살

펴보면 그곳이 제일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묵

상하고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2)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

니다.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

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을 보니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정한 짐승과 곤충과 새들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환

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

먹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

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배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깨끗하

게 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한 짐승들이 정결케 

되었다는 내용의 환상이 아닙니다. 이 환상의 진정한 목적은 과거

에 부정하게 여겨지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완성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

분이 사라짐과 같이, 이제는 거룩한 유대인과 부정한 이방인의 구

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

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4)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생각과 태도를 변

화시키셨습니다. 그의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

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매일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때 우리 삶

은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월 22일 헌금통계 $4,9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