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가족이�함께�드리는�주일�가정예배�

(5월� 17일� 주일)

인도:� 가족대표

이�시간�하나님께�주일�가정예배를�드리겠습니다.

기 원 ………………………………………………………………………………… 인도자

“주일�오후� 찬양예배를�가정예배로�하나님께�드립니다.�

하나님을�경외하며�영과�진리로�예배드리오니�우리의�예배를�기쁘게�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37장(통� 37장)

주� 예수�이름� 높이어
…………………… 다함께

기 도 ………………………………………………………………………………… 맡은이

성 경 봉 독 …………………… 사도행전� 7:54-60 …………………… 맡은이

말 씀 나 눔 ………………………………………………………………………………… 맡은이

합 심 기 도 …………………… 준비된�기도제목에�따라 …………………… 맡은이

찬 송 ……………………
336장(통� 383장)

환난과�핍박� 중에도
…………………… 다함께

주 기 도 ………………………………………………………………………………… 다함께



본문� 사도행전� 7:54-60

54� 그들이�이� 말을� 듣고�마음에�찔려�그를� 향하여�이를� 갈거늘�

55�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보라� 하늘이�열리고�인자가�하나님�우편에�서신� 것을� 보노라�한� 대�

57� 그들이�큰� 소리를�지르며�귀를�막고� 일제히�그에게�달려들어�

58� 성� 밖으로�내치고�돌로� 칠새� 증인들이�옷을�벗어� 사울이라�하는�청년의�발� 앞에� 두니라�

59�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하고�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나눔

예수님의� 복음은� 순교의� 터� 위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 복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화염� 속에�

죽어가거나� 짐승들의� 먹이가� 되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핍박이� 강할수록� 복음

의� 불길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

밀이며�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준� 초기� 선교사들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자녀와� 배

우자를� 잃거나� 육체적·정신적�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며�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받은�우리� 또한� 전� 세계에�복음을�전하는�선교의�나라가�될�수�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했고,� 죽어� 가면서도� 자신을� 해치는� 사

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다시금� 조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서� 우리는�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킨�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

견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복음을� 먼저� 듣고,� 깨닫고,� 결단하였으니,�

굳건한� 믿음으로�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다짐해야�합니다.� 먼저� 성령

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삶으로� 전하는� 믿음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저와� 여러분이�되기를�소망합니다.

합심기도�제목

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향기로�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가정되게� 하소서.

③�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 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곳곳에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④� 새문안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오히려� 기뻐할�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⑤� 코로나19의� 상황을� 겪고� 있는� 온�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