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24(569)     2021.6.20. 

1. 제자반 수료: 전영란 권사, 안정희 집사

2. 일리노이주 Phase 5 전환에 따른 예배 및 모임 안내

1 단계: 6월 2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는 현행대로 3 ft를 유지하되

2차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어린이 주일예배는 7월 첫 주부터 현장예배로 전환됩니다. 

2 단계: 7월 11일부터 주일예배 후 친교 및 소그룹 모임을 가집니다. 

새로운 소그룹 편성은 7월 첫째 주에 발표됩니다. 

3 단계: 8월 15일부터 주일예배 시 특별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 찬양 

순서는 직분별 및 소그룹별로 진행됩니다.  

4 단계: 9월 12일부터 순모임/선교회/제직회/공동의회가 재개됩니다. 

3. 교육부 졸업예배: 6/25(금)

(금주 금요찬양예배는 졸업예배(영어)로 진행됩니다.)

4. 야외예배: 6/27(주)

장소: Nippersink Forest P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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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준비를 위하여 참석 여부를 순장/순모님을 통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 담임목사 PCA 총회 참석: 6/28(월)~7/2(금)

6/29(화)~7/2(금) 새벽예배가 없습니다.

6. Father’s Day를 맞이하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06/21 (월) 잠 27:1-13 시  편 57-65 

06/22 (화) 잠 27:14-27 시  편 66-69 

06/23 (수) 잠 28:1-18 시  편 70-76 

06/24 (목) 잠 28:19-28 시  편 77-81 

06/25 (금) 잠 29:1-14 시  편 82-88 

06/26 (토) 잠 29:15-27 시  편 89-95 

06/27 (주) 잠 30:1-17 시  편 96-103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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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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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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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25장 ………………………………  다함께 

● 교 독 문 …………………… 21번 (95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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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전진홍 장로 

예배찬송…………………………  193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사도행전 3장 1-10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8) …………  김영목 목사 

“은과 금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 송영찬송 ………………………… 539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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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권고” (잠언 27장 1-13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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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과 금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 1-10절 
  

 

1.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앉은뱅이 

1) 미문: ‘아름다운 문’(Beautiful Gate)문. 예루살렘에 성전의 문들 

중 가장 아름다운 문이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미문은 

높이가 23미터(75ft)나 되는 커다란 문이었으며, 금과 은을 입힌 황

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으로서 그 크기가 웅장하고 장엄했다고 기록

하고 있다. 

 

2) 미문은 성전 밖인 ‘이방인의 뜰’과 성전 안쪽의 첫 번째 장소인 

‘여인의 뜰’을 구분하는 출입구로서 평소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왕

래하는 장소였다. 경건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길목이며,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이니 구걸

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3)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앉은뱅이의 나이가 40세라고 기록하

고 있다. 그가 몇 살 때부터 미문에 앉아 구걸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성인이 된 후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아주 오

랜 세월 전부터 미문에 앉아 구걸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4) 율법에 따라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레위기 21:16-24) 유대인들은 사람의 장애가 그의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장애자들을 부정적

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

다. 따라서 앉은뱅이는 구걸하기 위해 평생토록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이 한 번

도 없었다. 

 

5) 혹시 우리들이 영적 앉은뱅이는 아닐까?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문턱에 걸터앉아 있는 인생은 아닌가? 운명론과 

실패주의에 빠져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2.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를 전해 준 베드로  

1) 제구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사도 베드

로와 요한은 미문을 지나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후 3시에 시작

하는 기도 시간에 늦지 않게 가기 위해서 분주한 걸음으로 성전 안

으로 향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

들은 성전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었다. 

 

2) 성전을 찾는 많은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미문을 지나가

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그 누구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앉

은뱅이에게 별로 깊은 관심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베드로와 요한

은 가던 길을 멈추고 깊은 관심을 갖고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바라

보았다. 진실한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3) 사람들은 은과 금이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은

과 금으로 앉은뱅이를 일으킬 수는 없다. 은과 금으로는 생명을 

살 수 없다. 은과 금은 단지 삶을 살아가는 도구일 뿐, 그 어떤 경

우도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은과 금으로는 인간의 본질적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4)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다. 그러나 앉은뱅이의 아픔을 외

면하지 않았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그 보다 더 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셨다. 베드로는 앉은뱅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었다.  

 

5) 인간의 탄식과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

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치료자 예수, 구원자 예수를 전

해줌으로써 사람들을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다.  

 

6) 아픔과 신음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은 그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

하는 것이다. 낙심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6월 13일 헌금통계 $1,79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