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23(568)     2021.6.13. 

1. 부고

신재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故 Roger Doshier 성도님께서

6/12일(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신재희 집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매일성경 QT 책 7-8월호 신청

(문의 및 신청: 전영란 권사)

3. 당회: 오늘 오후

4. 교육부 졸업예배: 6/25(금)

5. 야외예배:6/27(주)

장소: Nippersink Forest Preserve 

주소: 900 W Belvidere Rd, Round Lake, IL 60073

06/14 (월) 잠 23:15-35 시  편 1-10 

06/15 (화) 잠 24:1-22 시  편 11-18 

06/16 (수) 잠 24:23-34 시  편 18-27 

06/17 (목) 잠 25:1-14 시  편 28-34 

06/18 (금) 잠 25:15-28 시  편 35-40 

06/19 (토) 잠 26:1-16 시  편 41-48 

06/20 (주) 잠 26:17-28 시  편 49-56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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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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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23장 ………………………………  다함께

● 교 독 문 …………………… 20번 (91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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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예배찬송…………………………  190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사도행전 2장 37-42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7) …………  김영목 목사 

“삼천 명의 회개와 변화” 
● 송영찬송 ………………………… 512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마음 제어” (잠언 25장 15-28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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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 명의 회개와 변화> 

사도행전 2장 37-42절 

본문의 배경 

1) 성령충만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

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행하신 수많은 기적

들은 그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이

며,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까지도 이미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예언의 성취라고 선포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만일 베드로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보내

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설

교를 듣고 난 후,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다. 베드로의 말

씀을 듣고 보니, 정말 자신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였음을 깨

닫게 되고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 

1. 말씀을 통한 새로운 깨달음

1)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 사람들의 마음은 180도 변했다. 말씀

을 듣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사형수, 거짓말쟁이 정

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2)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성령은 역사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전에는 

자신이 볼 수 없었던,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

면하게 된다. 

3) 사람들은 말씀을 듣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

가에 못 박히셨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예수님이 다름 아닌 바로 

나와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어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2.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1) 말씀을 통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새

롭게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

면 거울 속 자기 자신을 마주함과 같이 보지 못했던 자신의 존재와 

영적 상태를 직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개가 시작된다.  

2) 회개란,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이전 모습처럼 살지

않으리라는 의지적 결단이다. 진정한 회개란, 마음의 변화만을 의미하

지 않는다.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 모두를 포함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이다. 

3) 기독교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곧 ‘예수를 나의 구세주 

곧 내 인생의 주인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

푼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가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심을 진심으

로 믿고 고백할 때 그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2. 경건 생활에 전념함

1)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직

접 목격한 사도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가르침들을 성도들에게 전수해주었다. 신앙생활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2)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성령의 성전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이다.  

3)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기독교에 대한 유대

인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은 매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

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기도로 살

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  

6월 6일 헌금통계 $1,69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