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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보라 포       10/28/2021 

6 장:  “예배 참여” -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다.  

1.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 백성의 삶은 예배로 특징 지워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 장 4 절은 세상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pg. 166) 

 

       믿음으로 아벨은 –   

  

       홍수 직후에 노아는 -   

 

       아브라함은 –   

 

2.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의 질’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 혹은 벌을 주셨습니다.  신약 교회가 

시작된 이래,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수적이며 최우선의 것으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두 가지 의무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pg. 167) 

 
  
 

3. 공중 예배의 핵심 - “예배”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 되었습니까?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배는 일요일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자신의 답을 설명해 보십시오.  

  
 

4. 공중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잘 이해 해야 합니다. 공중예배의 원칙  2 가지를 각각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참된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시다 -  

   

    참된 예배의 참석자들은 하나님께 전인격으로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 

  
  

5. 공중 예배의 요소들:  공중 예배에 대한 준비 -  시편 15:2-5 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공중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중에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며 

지내야 하고 둘째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가 올 바라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Pg.173 – 175) 

 

       가)  자신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배움”  - 디모데전서 4:13 - 15 을 읽으십시오.  

6.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애쓰는 것이 요구됩니다. 

“챨스 스펄젼” 목사님이  pg. 177 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와 받는 자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요약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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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성경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설교자와 듣는 사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도록 돕는 10 가지 방법들을 적으십시오. Pg. 178 - 179 

         
  
  

교회의 예배 의례를 지킴 - 창세기 17:9 – 14 을 읽으십시오.  

8. “옛 언약” 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속한 표시를 준수해야 할 성례 의식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믿는 사람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연합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순종의 

첫째 단계 (새 언약의 일부) 는 ‘벱티즘’ 입니다. (pg. 184)   

 

     가)  벱티즘을 받은 사람은 벱티즘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벱티즘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벱티즘을  

받은 후 책임은 무엇입니까?  2 – 3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나)  ‘주님의 성찬’의 의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고 마 26: 26 – 28; 고전 11: 23 – 30) 

  

9. 주님과 그의 교회에 드림 - 말 3:10; 행 20:35; 고전 16:1-3; 고후 9:6-8; 히 13:16 을 읽으십시오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여섯 개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pg. 188-189) 

 
 

        가)  어떤 사람에게는 수입의 십 분의 일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너무 적다고 하는데 이 생각에 관해 

토의하십시오.  

  

10. 예배에서 서로를 섬김 –  공동예배는 다른 지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이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한 지체들을 더 기쁘고 유익하게 하며 개인적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 세 가지을 적으십시오.  

(pg. 190-191) 

 
 

7장 -  각자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라 - 영적 은사란 무엇인가? –  

11. 고린도전서 12 장 1 - 7 절에는 영적 은사에 대해 다섯 가지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각각 적으십시오  (pg. 199 - 201)          

 

         “뉴마티콘” (1 절)  -  

 

         “카리스마톤” (4 절)  –  

 

        “디아코니오” (5 절) –   

  

        “에네르게마톤” (6 절)  –  

  

        “파네로시스” (7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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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에베소서 4 장 7; 11 - 12 절을 읽으십시오. 영적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13. 우리의 은사를 행사한 결과에는 두 가지의 결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13 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적으십시오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고 사랑하는 것 -   

 

        교회가 성숙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것 –   

 

14. 영적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초점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엡 5:15-16)  자신은 영적 은사를 어떻게 분별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적용: 

은사에 관한 올바른 분별 없이 잘못된 은사를 사용할 경우 모든 지체가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다른 은사와 다른 능력을 가진 지체가 서로 존중하며 그 은사를 잘 사용하도록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됩니다. 

    

1. 다른 사람이 잘못된 은사를 사용하거나 분별 없이 자신이 아니 은사를 사용하여 당신이 어려움을 격을 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적이 있습니까? 자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 줄 수 있습니까? 

 

2. 당신은 사역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것을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당신은 구경꾼입니까? 한 팀입니까? 구경꾼으로서 불평하기보다는 그와 한 팀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