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19(564)    2021.5.16. 

1. 교육부 졸업예배: 6/25(금)

2. 야외예배:6/27(주)

05/17 (월) 잠 9:1-18 역 대 하 12-16 

05/18 (화) 잠 10:1-17 역 대 하 17-19 

05/19 (수) 잠 10:18-32 역 대 하 20-22 

05/20 (목) 잠 11:1-15 역 대 하 23-25 

05/21 (금) 잠 11:16-31 역 대 하 26-28 

05/22 (토) 잠 12:1-14 역 대 하 29-31 

05/23 (주) 잠 12:15-28 역 대 하 32-33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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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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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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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9장 ………………………………  다함께 

● 교 독 문 …………………… 16번 (63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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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용필 장로 

예배찬송…………………………  86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사도행전 1장 12-26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3) …………  김영목 목사 

“문제인식, 도전, 변화” 
● 송영찬송 ………………………… 204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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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지혜” (잠언 10장 18-32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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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인식, 도전, 변화> 
 

사도행전 1장 12-26절 
  

 

서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1) 주되심(Lordship): 삶의 주인이 변화하는 것 

2) 선택의 기준이 ‘나’에서 ‘주’로 변화하는 것  

 

본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3가지 단계  

 

1. Context (말씀을 통한 새로운 문제 인식)  

1)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바라보게 한

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공동체의 삶 속에서 해

결해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말씀은 ‘영

적 거울’이 되어,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상황을 하

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인지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 ‘context’ 이다.  

 

2)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말씀을 통하

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택함 받은 열 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 새롭게 해결

해야 하는 공동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된다.  

 

2. Challenge (말씀의 도전)  

1)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아직 해결과정이 남아 있다. 하나

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바로 이 

말씀의 도전이 두 번째 단계 ‘Challenge’ 이다. 

 

2)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인도 

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

사’를 공급받게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날

마다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

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challenge’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날마다 예수 안에

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challenge’를 

따라 살아가는 것 곧 ‘성령충만’이다. 

 

3)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challenge’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

이 계속된다면 결국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

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는 이 세상을 고아처럼, 길 잃은 양처럼 

헤매며 방황하며 살아가게 된다. 

 

4)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선택되었던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새롭게 문제로 인식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 도전해 준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시편 109편 9절 말씀을 따라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

하는 것이다.  

 

3. Change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  

1)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 번 천 번 도전만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

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삶의 

변화’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바로 

세 번째 단계 ‘change’이다.  

  

2)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 비어 있는 사도의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운 사람을 선출해야 할 필요성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새로운 문제인식에 동의한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 위한 과정을 제비

뽑기로 진행하여, 새로운 사도로 ‘맛디아’를 선출하게 된다.  

 

5월 9일 헌금통계 $1,5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