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18(563)       2021.5.9. 

1. 어버이주일: 5/9(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

을 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Mother’s Day로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시

는 어머님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05/10 (월) 잠 5:1-23 역 대 상 18-21 

05/11 (화) 잠 6:1-19 역 대 상 22-25 

05/12 (수) 잠 6:20-35 역 대 상 26-28 

05/13 (목) 잠 7:1-9 역 대 상 29 

05/14 (금) 잠 7:10-27 역 대 하 1-4 

05/15 (토) 잠 8:1-21 역 대 하 5-7 

05/16 (주) 잠 8:22-36 역 대 하 8-11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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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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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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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79장 ………………………………  다함께 

● 교 독 문 ………………… 72번 (어버이주일)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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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예배찬송…………………………  178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사도행전 1장 6-8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2) …………  김영목 목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 송영찬송 ………………………… 172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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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결한 지혜” (잠언 6장 20-35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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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6-8절 
  

 

1.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 하나님 나라  

1)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르

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한 사람이 예수 그

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

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때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2)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를 세우는 것이다.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

치신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

서 다시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이다. 

 

3)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2. 제자들이 오해한 하나님 나라 

1) 제자들은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연관 짓지 못했다. 제

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 군사적 강국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독립시켜줄 것을 기대했다. 이전 다윗 왕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다시 회복할 것을 소망했다.  

 

2) 제자들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는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틴이 한계

였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민족, 지역, 혈통, 신분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구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

라이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리

스도인의 고백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

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3. 하나님만 아시는 ‘때’와 ‘기한’  

1) ‘때’(크로노스): 종말까지 이어질 말세 (현재 우리가 사는 시간) 

   ‘기한’(카이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찾아올 세상의 끝 

따라서 때와 기한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

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의 끝에 

있을 심판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 제자들의 관심은 때와 기한을 아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이라고 하셨다. 다만 우리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잊지 말고,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

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 

 

4.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 ‘권능’과 ‘증인의 삶’ 

1)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

신 최후의 명령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현

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① 권능을 받는다.  

   사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받은 권능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만들었다. 또한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원수들을 대적하는 등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셨다.  

②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자원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 이들은 그 어떤 희생도 주저하지 않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5월 2일 헌금통계 $2,0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