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회
2018년 11월 사랑방 교재 3
이 교재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입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의 말씀을 몇 가지 묵상할 질문들로 재구성하여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
습니다.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공부 교재를 바탕으로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깊
이 묵상하고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방은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성령의 위로를 누리는 곳입니다. 따라
서 사랑방 목자가 이 성경공부 교재에 나오는 모든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방에서 나누는 것을 권장
하지 않습니다. 질문 중에서 한두 개 선택하여 개인적으로 묵상한 내용을 나누거나 사랑방 목자가 성경공
부 교재를 근거로 새로운 질문 한두 개를 만들어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성경본문: 행 13:1-3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
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
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참고: 2018년 11월 25일 빌립보 교회 설교(전상훈 선교사의 “한 교회”)를 다시 한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선교의 중심지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탄
탄한 리더십과 상호 신뢰가 있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들은 모두 성경적인 원리에 기초를 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13장
1-3절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사랑방과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묵상 질문
1. 사도행전 13 장 1-3 절의 말씀으로 전상훈 선교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자.

2. 건강한 리더십의 중요한 특징은 섬기는 지도자, 예수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지도자이다.
당신의 사랑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르는 리더십인가? 당신은 사랑방, 가정,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

3. 당신의 사랑방은 목원들 사이에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는가? 서로를 진실로 믿어주는
공동체인가? 당신은 사랑방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멀리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생각이 달라도 그를 믿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4. 당신의 사랑방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심전력하는 사랑방인가?

5. 당신의 사랑방은 주일 설교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맺음말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
음으로 하나로 연합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초대 교회는 우리의 사
랑방 같이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사랑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방에 안디옥 교회가 경험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제목
1. 안디옥 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의 부흥을 빌립보 교회와 사랑방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박
동훈 목사님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2.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10 분 골방 기도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랑방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 아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3. 빈 의자를 놓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사랑방 모든 멤버가
복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사랑방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계속되
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