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연합예배 

목장예배 

삶공부 

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3/9/2018 

  
 

1. 가정교회의 3 축이 무엇인지 아래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2.  “주일 목장 연합예배” 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빈칸을 채워 

주십시오. 

    義, 意(音+心) 

- (      )은 (      )에서 생기고, (      )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       )에서 비롯됩니다(롬 10:17) 

- 사람은 (      )으로 믿어서 (   ) (義)에 이르고, (   )으로 고백해서 

(      )에 이르게 됩니다(롬 10:10) 

 

3.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무엇이 있으며, 그 역할들을 설명해 보세요. 

- (예            ) 교회: (사도행전 전체) –  (      )교회 

- (안        )교회: (행 11-13 장) – (          ) 파송교회 

- (에       )교회: (행 19,20 장) – (      )교회, (       )교회 

 

 

 

 

 

가정교회 원리 3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롬 10:17, 새번역)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롬 10:10, 

새번역) 

46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47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행 2:46-47, 새번역)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행 11:22, 새번역) 

25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26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일 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행 11:25-26, 새번역) 

1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2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3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행 13:1-3, 새번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주일이면 그 

어떤 것 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으로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예배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예배를 매주일 

서울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3 축 중에 “주일연합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배워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일연합예배 

목장예배 

삶공부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3/9/2018 

  
 1. 가정교회의 3 축이 무엇인지 아래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2.  “주일 목장 연합예배” 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빈칸을 채워 

주십시오. 

    義, 意(音+心) 

-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롬 10:17) 

-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 (義)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롬 10:10) 

 

3.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무엇이 있으며, 그 역할들을 설명해 보세요. 

-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전체) – 최초교회 

- (안디옥)교회: (행 11-13 장) – 선교사 파송교회 

- (에베소)교회: (행 19,20 장) – 현장교회, 훈련교회 

 

 

 

 

 

가정교회 원리 3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롬 10:17, 새번역)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롬 10:10, 

새번역) 

46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47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행 2:46-47, 새번역)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행 11:22, 새번역) 

25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26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일 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행 11:25-26, 새번역) 

1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2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3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행 13:1-3, 새번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주일이면 그 

어떤 것 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으로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예배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예배를 매주일 

서울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3 축 중에 “주일연합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배워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