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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onishing Grace: The Eunuch
Patrick Lam: Sunday, 19th September 2021

Today’s Bible Quote: 
For from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upon grace. John 1:16 ESV 

The __________ news: Those who are not whole cannot enter God’s 
assembly 
No one who has been emasculated by crushing or cutting may enter the assembly of 
the LORD. Deuteronomy 23:1 NIV 

You must not offer to the LORD an animal whose testicles are bruised, crushed, torn or 
cut. Leviticus 22:24a NIV 

If two men are fighting and the wife of one of them comes to rescue her husband from 
his assailant, and she reaches out and seizes him by his private parts, you shall cut off 
her hand. Show her no pity. Deuteronomy 25:11-12 NIV 

The __________ news: Jesus’s wholeness means those who are not whole 
can enter God’s assembly 
3 Let not the foreigner who has joined himself to the LORD say, “The LORD will surely 
separate me from his people”; and let not the eunuch say, “Behold, I am a dry tree.” 4 
For thus says the LORD: “To the eunuchs who keep my Sabbaths, who choose the 
things that please me and hold fast my covenant, 5 I will give in my house and within 
my walls a monument and a name better than sons and daughters; I will give them an 
everlasting name that shall not be cut off. Isaiah 56:3-5 ESV 

18 For you know that it was not with perishable things such as silver or gold that you 
were redeemed from the empty way of life handed down to you from your ancestors, 
19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 lamb without blemish or defect. 1 Peter 
1:18-19 NIV 

...remember that at that time you were separate from Christ, excluded from citizenship 
in Israel and foreigners to the covenants of the promise, without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Ephesians 2:12 NIV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once were far away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Ephesians 2:13 NIV 

A _______________ for the kingdom of God 
38 And he commanded the chariot to stop, and they both went down into the water, 
Philip and the eunuch, and he baptized him. 39 And when they came up out of the 
water, the Spirit of the Lord carried Philip away, and the eunuch saw him no more, and 
went on his way rejoicing. Acts 8:38-39 ESV 

There is neither Jew nor Gentile, neither slave nor free, nor is there male and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Galatians 3:28 NIV

오늘의 성경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요한복음 1:16 개역개정 

_______________ 소식: 온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총회(여호와의 백성이 모인 예
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1 개역개정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찢어졌거나 잘린 짐승은 여호와께 바치지 마라. 레위기 22:24a 
쉬운성경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해 손으로 다른 남자의 성기를 
움켜쥐면 여러분은 그 여자의 손을 잘라 버리시오. 여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신명기 
25:11-12 쉬운성경 

__________ 소식: 예수님의 온전함은 온전하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했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과 차별하시는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4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고자라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며 내 언
약을 단단히 붙들기만 하면 5 내 성전과 내 성벽 안에 기념비를 세워 주고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
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겠다. 이사
야 56:3-5 우리말성경 

18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
상이 물려 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19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18-19 쉬운성경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
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
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12 쉬운성경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13 쉬운성경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__________ 
38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39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
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사도행전 
8:38-39 우리말성경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
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28 쉬운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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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out quickly into the streets and alleys of the town and bring in the poor, the 
crippled, the blind and the lame.’ Luke 14:21b NIV 

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elements of the eunuch experience can you relate to (Have you 

experienced brokenness inflicted by others)? 

2. Pray for each other to reach out to those who, because of brokenness and 
trauma from their background, seem very far from God.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누가복음 14:21b 쉬운성경 

토론 & 기도제목: 
1. 내시가 체험했던 인생의 고통이나 그가 느꼈을 마음의 상처의 어떤 부분과 공감할 수 있
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한 고통이나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삶의 무너짐을 느낀 적이 있
습니까?) 

2. 삶에서 겪은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우리
가 먼저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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