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30(575)      2021.8.1. 

1. 가을학기 성경대학 신약반 모집

기간: 12주  

일시 및 장소: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 본당 (매주 2시간씩) 

신청 마감: 8월 8일 

개강: 8월 17일 

2. 가을학기 훈련과정 개강

모집: 새가족반(4주) / 정착반(5주) / 기초반(12주) / 제자반(20주)

신청 마감: 8월 8일

개강: 8월 셋째 주

3. 9월 주일예배 차량 운전자 모집

(약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소요됨)

4. 오늘 친교는 이시영(명희)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08/02 (월) 사 54:1-17 이 사 야 66 

08/03 (화) 사 55:1-13 예레미야 1-3 

08/04 (수) 사 56:1-8 예레미야 4-6 

08/05 (목) 사 56:9-57:13 예레미야 7-9 

08/06 (금) 사 57:14-21 예레미야 10-12 

08/07 (토) 사 58:1-14 예레미야 13-15 

08/08 (주) 사 59:1-21 이 사 야 63-65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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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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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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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34장 ………………………………  다함께 

● 교 독 문 …………………… 27번 (121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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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이현진 장로 

예배찬송…………………………  391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사도행전 6장 1~7절 …………………   다함께 

말씀강해 …………… “갈등을 해결하는 교회”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04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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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의 회복” (이사야 56장 1-8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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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와 갈등 앞에 선 초대 교회 

1) 초대 교회 성도 가운데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이야기하며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난하

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데,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에게는 음식이 가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과부

들은 음식을 받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헬라어를 사

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2)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초대교회도 이처럼 성도 간의 갈등과 교회 내

부에 여러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

든 교회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과 

교회의 문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2. 문제와 갈등을 ‘함께’ 해결해 가는 초대 교회 

1) 열 두 사도들은 교회 내의 모든 제자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교회

의 아픔과 공동체의 문제들을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

으로 거론하며, 모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온유하고 성숙한 방

법을 택했습니다. 

 

2) 사도들은 그들이 맡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을 접어

두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음식을 사기 위해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맡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와 갈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음

식 분배 사역의 책임을 맡은 일곱 사람을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직분과 사역은 무엇입니까? 주

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은사

는 무엇이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3. 문제와 갈등을 통해 성장한 초대 교회 

1) 교회는 사도들의 의견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사람을 

선출하였습니다. 피택 된 일곱 명의 이름은 모두 그리스식 이름입니

다. 아마도 일곱 명 중 대부분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초

대 교회는 앞서 구제 사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공정하게 공궤 사역이 행해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

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일곱 명을 선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초대 교회는 일곱 명의 집사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

금 구제와 공궤 사역을 감당케 함으로써 교회 안의 불만과 불평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자신들이 맡은 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

니다. 

 

3)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들은 저마다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죄

인들로 구성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성경 속 초대 교회도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입니다.  

 

4) 비난과 불만만 가지고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

대방을 손가락질하고 불평하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성숙해지지 않습

니다. 교회를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 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7월 25일 헌금통계 $2,9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