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구역예배(주후 2013 년 2 월 15 일, 금)
1. 본 문: 사도행전 2 장 42-47 절
2. 제 목: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찬 송: 245, 246, 376 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이 힘 있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믿는 무리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그릴 때, 당연히 초대 사도행전 교회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과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것을 기대합시다.
본문은 초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A.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42)
1. 저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가요?
2. 사도는 어떤 사람이며 오늘의 사도는 누구를 가르킨다고 생각하나요?
B.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42)
1. 저희가 무엇하기를 전혀 힘썼나요?
2. 사도행전 1 장 14 절에 의하면 사도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로 더불어
무엇을 하였나요?
C.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43)
1. 43 절의 ‘사람’은 44 절의 ‘믿는 사람’과 대조되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마다 어떤 반응을 나타냈나요?
2. 사도들로 인하여 무엇이 많이 나타났나요?
D.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44-45)
1.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하였나요?(44)
2.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하였나요?(45)
E. 모이기를 힘썼습니다.(46)
1.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하기를 힘썼나요?
2. 히브리서 10 장 25 절은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F.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46)
1. 46 절의 떡은 단순히 교제의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떡을 말하고 있나요?
2.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나요?
G.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47)
1.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무엇을
했나요?
2. 바울 사도는 엡 5:19, 20 절에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나요?
H.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47)
1.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했나요?
2.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나요?
* 신앙은 뜨거워야 합니다. 교회도 뜨거워야 합니다. 내 신앙, 우리 교회의 뜨거운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이뤄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사모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