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장연합예배 

목장예배 

삶공부 

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2/23/2018 

  
 

1. 가정교회의 3 축이 무엇인지 아래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2.  “집에서 모이는 교회” 신약성경에 보시면,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관련된 성경구절입니다. 빈칸을 채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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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전 16:19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        )에 모이는 (      )가 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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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 고전 1:11 “글로에의 (   )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 빌 4:22 “(       )의 (     ) 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 골 4: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눔바와 (           )의 

(   )에서 모이는 (        )에 문안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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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의 가정교회들이 모이면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 장 46-47 을 

참고로 말씀해 보세요. 

 
(                                                                                                 ) 

 

 

 

 

가정교회 원리 2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롬 16:5, 새번역)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고전 16:19, 새번역)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딤후 4:19, 새번역)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전 1:11, 

새번역)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빌 4:22, 새번역)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눔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골 4:15, 새번역) 

 

자매 압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킵보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몬 1:2, 새번역) 

46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47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행 2:46-47, 새번역) 

우리가 목장생활을 하면서 가정교회(House Church)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가정교회의 전도사가 된 것 처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교회를 설명해 보라면, 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교회의 원리 중에 3 축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서 공부해 

봅니다. 특별히  3 축 중에서 한축인 “집에서 모이는 교회” “목장예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목장연합예배 

목장예배 

삶공부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2/23/2018 

  
 

1. 가정교회의 3 축이 무엇인지 아래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2.  “집에서 모이는 교회” 신약성경에 보시면,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관련된 성경구절입니다. 빈칸을 채워 

보겠습니다. 

- 로마서 16:5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 

- 고전 16:19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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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 고전 1:11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 빌 4:22 “(황제)의 (집) 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 골 4: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눔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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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니다” 

 

3. 위의 가정교회들이 모이면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 장 46-47 을 

참고로 말씀해 보세요.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땅을 떼고, 순전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구원받은 일들이 일어났다) 

 

 

가정교회 원리 2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롬 16:5, 새번역)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고전 16:19, 새번역)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딤후 4:19, 새번역)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전 1:11, 

새번역)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빌 4:22, 새번역)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눔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골 4:15, 새번역) 

 

자매 압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킵보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몬 1:2, 새번역) 

46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47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행 2:46-47, 새번역) 

 
 

우리가 목장생활을 하면서 가정교회(House Church)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가정교회의 전도사가 된 것 처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교회를 설명해 보라면, 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교회의 원리 중에 3 축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서 공부해 

봅니다. 특별히  3 축 중에서 한축인 “집에서 모이는 교회” “목장예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