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1/5/2018

가정교회 원리(4 기둥&3 축)
2017 년을 뒤돌아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안에도 수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파생된 문제들로 인해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났다고도 합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의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교회
“안나가”!]에서 안나가를 뒤로 읽어서 “가나안"으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대하면서,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한 답을 수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원형을 찾아 가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떤

가정교회 원리:
-

교회존재목적

-

제자훈련방식

-

사역분담

-

리더쉽

목장연합예배-목장-삶공부

우리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교회는 역사상 교회가 가장 아름다웠던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가족공동체이며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는 가정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갔고, 그 안에서 네기둥, 세축의 의미를
발견해 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들을 다시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가정교회의 네기둥

[memo]

1) (성경적인) 교회의 (

) (마 28:18-20)

2) (성경적인) (

) 방식 (막 3:13-15)

3) (성경적인) 사역 (

) (엡 4:11-12)

4) (성경적인) (

) (막 10:42-45)

2. 가정교회의 세축
1) (
2) (
3) (

)예배 (의, 意)
)예배 (정, 情)
)공부 (지, 知)

3. 가정교회의 세축 네기둥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1/5/2018

가정교회 원리(4 기둥&3 축)
가정교회 원리:
-

교회존재목적

-

제자훈련방식

-

사역분담

-

리더쉽

목장연합예배-목장-삶공부

2017 년을 뒤돌아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안에도 수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파생된 문제들로 인해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났다고도 합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의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교회
“안나가”!]에서 안나가를 뒤로 읽어서 “가나안"으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런 현실을
대하면서,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한 답을 수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원형을 찾아 가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떤

우리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교회는 역사상 교회가 가장 아름다웠던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가족공동체이며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는 가정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갔고, 그 안에서 네기둥, 세축의 의미를
발견해 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의미들을 다시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가정교회의 네기둥
1)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목적) (마 28:18-20)
2)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 (막 3:13-15)
3) (성경적인) 사역 (분담) (엡 4:11-12)
4) (성경적인) (리더쉽) (막 10:42-45)
2. 가정교회의 세축
1) (목장연합)예배 (의, 意)
2) (목장)예배 (정, 情)
3) (삶)공부 (지, 知)
3. 가정교회의 세축 네기둥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