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NTREVILLE BAPTIST CHURCH 
SUNDAY, APRIL 19, 2020 

WEEK 1: HOPE CHANGED THE WORLD 

PASSAGE: ACTS 28:16-22 

PLOW THROUGH IT: 

VERSES 16 - 

 

VERSES 17-20 - 

VERSES 20-22 - 

PICTURE A PARABLE: 

16 When we got to Rome, Paul 
was allowed to live by 

himself, with a soldier to 
guard him. 

17 Three days later he called 
together the local Jewish 

leaders. When they had 
assembled, Paul said to them: 
“My brothers, although I have 

done nothing against our 
people or against the 

customs of our ancestors, I 
was arrested in Jerusalem 

and handed over to the 

Romans. 18 They examined 
me and wanted to release 

me, because I was not guilty 
of any crime deserving 

death. 19 The Jews objected, 
so I was compelled to make 

an appeal to Caesar. I 
certainly did not intend to 

bring any charge against my 

own people. 20 For this reason 
I have asked to see you and 

talk with you. It is because of 
the hope of Israel that I am 

bound with this chain.” 

21 They replied, “We have not 
received any letters from 

Judea concerning you, and 
none of our people who have 

come from there has 
reported or said anything bad 

about you. 22 But we want to 
hear what your views are, for 

we know that people 
everywhere are talking 

against this sect.” 

Acts 28:16-22

WORD STUDY 

“hope” (v. 20): ἐλπίς (elpis) 
A well-grounded expectation of 
something future.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1 Peter 1:3



PASTOR’S POINTS: 

1. Hope is one of the bedrocks of the human experience.                              

(1 Corinthians 13:13) 

2. Hope is our connection to heaven in this life. (Colossians 1:5) 

3. Hope changes the world. (2 Corinthians 3:12) 

DISCUSSION QUESTIONS 

• How familiar are you with the life and ministry of the Apostle Paul? In your own 
words, what kind of impact did he have on the early Christian movement? 

•  Read 2 Corinthians 11:23-28. Try and get a little into the head and the heart of 
the Apostle Paul. What drove him? Why was he so relentless, even at the 
expense of his own health and freedom? What fueled him? 

•Talk about the idea of hope. Are there different versions and definitions of hope 
out there? What does biblical hope look like? What role does hope play in your 
personal spiritual life on a daily basis? 

PUT IT INTO PRACTICE 

Pray, “God, please open the eyes of my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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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people. 20 For this reason 
I have asked to see you and 

talk with you. It is because of 
the hope of Israel that I am 

bound with this chain.” 

21 They replied, “We have not 
received any letters from 

Judea concerning you, and 
none of our people who have 

come from there has 
reported or said anything bad 

about you. 22 But we want to 
hear what your views are, for 

we know that people 
everywhere are talking 

against this 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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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7.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18.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20.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1 .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2.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센터빌 침례교회 

주일예배, 4월 19일, 2020 

첫째주 1 :  희망은 세상을 바꾸었다.   
 

본문: 사도행전 28장 16-22절 

 

 
구절 살펴보기 

 

V E RS E S  16 – 
 
 
 
 
V E RS E S  17-20 - 
 
 
 
 
 
V E RS E S  20-22 – 
 
 
 
 
 
 
 
 
 
 

비유 상상해보기 

단어공부 

 

“희망” (v. 20): ἐλπίς (엘피스) 

- 미래에 다가올 강력한 확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   (벧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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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의 포인트 

 

1. 희망은 기반암같이 사람이 겪는 오래되고 기본적인 삶의 한부분 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2. 희망은 천국과 이삶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입니다. ( 골로세서 1장 5절) 

 

3. 희망은 세상을 바꿉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소그룹 질문지 

 

사도바울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그의 삶이 초대교회에 

미쳐진 영향은 어떤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 1장 23-28절을 읽고 사도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무엇이 그를 자신의 건강과 자유를 포기하면서 까지 않고 사역에 전념하도록 

몰아부쳣을 까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희망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적 

희망은 어떤 것일까요? 희망은 당신의 영성과 매일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PUT IT INTO PRACTICE 

 

 



 

 
             
  
                

 

 

                  永活的盼望 系列 (第一講) 
 

                 希望改變了世界 
 

今天在面對冠狀病毒肆虐全球的災害時，人們正在在尋找希望。 

Josh 牧師在「永活的盼望」這一系列的講道裡，將用羅馬書來 

講解聖經裡的「盼望」，但今天的第一講，牧師要先用「使徒 

行傳」第 28 章來看被關在羅馬待審的保羅如何看待基督徒的 

「盼望」。 
 

牧師講道重點: 
 

1. 盼望是人類生存經驗的重要因素(哥林多前書 13:13) 

2. 盼望是我們在地上的人生與天堂的連結(歌羅西書 1:5) 

3. 盼望能改變世界(哥林多後書 3:12) 

 

 
    

  

  

 小組討論 
 

1. 你對使徒保羅的生平和事工有多熟悉？用你自己的話說，他對早期 

 基督教運動有什麼影響？讀哥林多後書11: 23-28。 
 

2. 試著以保羅的頭腦和心來思考, 是什麼驅使他這麼做的？為什麼他 

如此意志堅定永往直前，甚至不惜犧牲自己的健康和自由？是什麼 

驅使他這樣做的？ 
 

3. 談談盼望的概念。有沒有不同版本和定義呢？聖經裡的盼望是什麼 

樣子的？盼望在你日常的個人靈命生活中扮演什麼角色？ 

 

 

           
 

 

講道使用經文 
 

使徒行傳 28:16-22  
16 

進了羅馬城，保羅蒙准和一個看守他的兵另住在一處。 
17 

過了三天，保羅請猶太人的首領來。他們來了，就對他們說：「弟兄們，我雖沒有  

  做什麼事干犯本國的百姓和我們祖宗的規條，卻被鎖綁，從耶路撒冷解在羅馬人的 

  手裡。  
18 

他們審問了我，就願意釋放我，因為在我身上並沒有該死的罪。  
19 

無奈猶太人不服，我不得已，只好上告於愷撒，並非有什麼事要控告我本國的百姓。 
20 

因此，我請你們來見面說話。我原為以色列人所指望的，被這鏈子捆鎖。」  
21 

他們說：「我們並沒有接著從猶太來論你的信，也沒有弟兄到這裡來報給我們說你 

  有什麼不好處。  
22 

但我們願意聽你的意見如何，因為這教門我們曉得是到處被毀謗的。」 
 
 使徒行傳 23:6  
 6 
保羅看出大眾一半是撒都該人，一半是法利賽人，就在公會中大聲說：「弟兄們， 

  我是法利賽人，也是法利賽人的子孫。我現在受審問，是為盼望死人復活。」  
 
 使徒行傳 24:14-15  
 14 

但有一件事，我向你承認，就是他們所稱為異端的道，我正按著那道侍奉我祖宗 

  的神，又信合乎律法的和先知書上一切所記載的；  
 15 

並且靠著神，盼望死人無論善惡都要復活，就是他們自己也有這個盼望。  
 
 使徒行傳 26:6-7  
  6 

現在我站在這裡受審，是因為指望神向我們祖宗所應許的。  
  7 

這應許，我們十二個支派晝夜切切地侍奉神，都指望得著。王啊，我被猶太人控告，  

  就是因這指望。 
  
 哥林多前書 13:13  
  13 

如今常存的有信、有望、有愛這三樣，其中最大的是愛。 
 
 歌羅西書 1:5  
   5 

是為那給你們存在天上的盼望。這盼望就是你們從前在福音真理的道上所聽見的。 
  
 哥林多後書 3:12  
   12

我們既有這樣的盼望，就大膽講說  
 
 以弗所書 1:18  
   18

並且照明你們心中的眼睛，使你們知道他的恩召有何等指望，他在聖徒中得的基業 

  有何等豐盛的榮耀  
 

                 

                      付 諸 實 踐 
 
        禱告:「神啊，請你打開我心靈的眼睛」 

 

     Centreville Baptist Church 
2020年4月19日星期日  

 
∼永活的盼望系列∼ 

        希望改變了世界 
                使徒行傳 23,24,26,28 

 

 
   馬太福音 4:1-4;  詩篇 19:7-10 

 

19: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