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음

위기의 순간이  

곧 기회가 

되었던 적이 있나요?

읽을	말씀		

사도행전 6장 8-15절, 7장 59-60절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위기를 만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기가 낳은 결과는 또 다른 기회였다.

정직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정직한가요?	정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하면	손해	보는	상황에서도	정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삶에서 정직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생명보다 
귀한 복음

1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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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

스데반이 생명을 걸 만큼 복음은 가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만큼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고,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직면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교회 내부와 외부에서 오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위험 요소’가 ‘기회’가 된다면 어떤 기회가 될지 적어보세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한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내외적인 위기를 겪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01  스데반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02  스데반의 순교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들음

교회의 
내부

교회의 
외부

위험 기회

YES NO

여러분에게 복음은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담대하게 전할 만큼 복음에 확신이 있나요?

이제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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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

물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일어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읽을	말씀		

사도행전 8장 26-40절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일곱 사람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

스데반이	담대하게	한	설교를	읽어보세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가져온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행 7:1-53

스데반이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세요.

행 7:54-60

스데반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큰 본이 되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굴복하지 마세요. 

담대하고, 힘 있게 복음을 전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라고 

온 세상에 외쳐요.

복음에 대한 
열정

1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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