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권-31(576)      20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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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민정)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08/09 (월) 사 60:1-22 예레미야 20-22 

08/10 (화) 사 61:1-11 예레미야 23-24 

08/11 (수) 사 62:1-12 예레미야 25-27 

08/12 (목) 사 63:1-14 예레미야 28-30 

08/13 (금) 사 63:15~64:12 예레미야 31-32 

08/14 (토) 사 65:1-16 예레미야 33-35 

08/15 (주) 사 65:17-25 예레미야 36-38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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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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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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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찬송 ………………………… 41장 ………………………………  다함께 

● 교 독 문 …………………… 28번 (127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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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전진홍 장로 

예배찬송…………………………  490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사도행전 6장 8~7장 60절 ………………… 다함께 

말씀강해 ………… “하늘을 우러러본 스데반”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363장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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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폐한 땅의 회복” (이사야 61장 1-1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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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온 스데반  

1)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장소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죽음과 한 걸음 떨어진 위

기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서는 재판장에

서 선 피고의 얼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안감이나 죄책감의 모

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2)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이유는 그가 평상시에

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갔기에 그의 얼굴에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 넘치

고 있었습니다. 

 

3) 사람의 얼굴 빛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

간의 얼굴 빛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

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잡고 있습니까? 

 

2. 하늘을 우러러본 스데반 

1) 스데반이 처한 상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사면초가’입니다. 그

의 곁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고 곤란한 지

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때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2)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꾸만 자기 내면 안으로 들어갑

니다. 우리 속에서 지혜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3) 요즘 우리의 상황이 혹시 ‘사면초가’가 아닙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 그 누구 하나 나

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 혹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에 처해 있지 않으십니까? 한 번 스데반이 취했던 방법을 사용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3. 스데반과 함께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1)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그는 두 가

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태양빛보다

도 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2)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찾아봐도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

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시 110:1/마 

26:64/골 3:1/히 1:3).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

해서 55절, 56절에 두 번 반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께

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스데반의 보혜

사, 즉 그의 ‘변호자’가 되사 그의 무죄를 입증해주고 계십니다. 

 

3)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

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이 땅에 피를 흘리며 죽은 첫 번

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세상의 심판자이

신 지금 이 순간 그의 보혜사,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의 죽음은 쓸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4)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 나침반

의 바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믿음

을 본 받으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봅시다.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계

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작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은 끝까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8월 1일 헌금통계 $2,77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