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도와 교회: 

  

•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 믿음으로 부름받은자들의 모임 

•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 

•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교회를 알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알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더욱더 알고 싶은 소원함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 우리가 곧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공부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장성경공부 교안(학생용) 

12/08/2017 

[memo]  

  

1. 교회는 무엇인가요?(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ᾳ, Ekklesia), 교회 

- ἐκ(from, out of) + κλησίᾳ(to call) 

-  (~         ) + (            ) = 어디로 부터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 

- A gathering or an assembly, a group of those who have been called or invited. 

- 교회는 건물이다? (       ) 

-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          ) 

- 잘못된 해석 (마 16:16-18) 

“나는 이 (        ) 위에다가 내 (        )를 세우겠다” 
 

2. 가정교회(House Church) 

- 로마서 16:5 “그들의 (     )에 (         ) (       )” 

- 딤후 4:19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    )에 문안해 주십시오” 

- 빌레몬서 1:2 “.. 그대의 (    )에 (          ) (      )에, 이 편지를 씁니다” 

- 엡 1: 22-23 “하나님께서 (      )을 (          )의 발 아래 (    )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    )의 (    )로 삼으셨습니다. (      )는 그리스도의 (    )이요…” 

- 엡 5:30 “(      )는 그리스도의 (    )의 (       )입니다.” 
 

 

3. 그리스도(남편) VS 교회(아내) (22-33) 

          

그리스도와 교회 & 남편과 아내 (엡 5:21-33) 

떤 



 

 

   그리스도와 교회: 

  

•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 믿음으로 부름받은자들의 모임 

•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 

•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교회를 알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알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더욱더 알고 싶은 소원함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 우리가 곧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공부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12/08/2017 

[memo]  

  

1. 교회는 무엇인가요?(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ᾳ, Ekklesia), 교회 

- ἐκ(out of, from) + κλησίᾳ (to call) 

- (~  로부터 ) + ( 부르다 ) = 어디로 부터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 

- A gathering or an assembly, a group of those who have been called or invited. 

- 교회는 건물이다? (   X    ) 

-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   모임    ) 

- 잘못된 해석 (마 16:16-18)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2. 가정교회(House Church) 
 

- 로마서 16:5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 

- 딤후 4:19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 빌레몬서 1:2 “..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 엡 1: 22-23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 엡 5:30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3. 그리스도(남편) VS 교회(아내) (22-33) 

          

그리스도와 교회 & 남편과 아내 (엡 5:21-33) 

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