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사랑방 모임  

1. 환영과 교제    Welcome & Fellowship                  인도자 

2. 기도 나눔      Share & Prayer                         다함께 

성명(Name)                 기도제목                              
                                                                  
                                                                  
                                                                  
                                                                  
                                                                  
                                                                  
                                                                  
                                                                  
                                                                  
                                                                  
3. 대표기도      Prayer                                    담당자

4. 찬양          Worship 182장(통169)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다같이

5. 말씀나눔      Word of God                             인도자

   에베소서 4장 1-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 광고          Announcement 

  * 교회행사 1) 2019년 열방을 중보하는 연합기도회(12/3-6) 

  * 중보기도 1) 3대 비전(사람을 살리고 성도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과 4대 사역(예배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

동체)을 위해서 2) 안식월 가운데 있는 담임목사님과 목회진의 건

강과 성령충만을 위해서 3) 사랑방 협력 선교사님의 건강, 가정, 

사역을 위해서 4) 2020년 교회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43:19)” 는 비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벧엘교회 되도록 



에베소서 4장 

1-6절은 연합(통일성)에 대한 교훈이고 7-16절은 교회 안의 다양성

에 대한 교훈이다. 17-24절은 그란도인들에게 죄악된 옛 생활을 벗어

버리라고 호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이

다. 이 변화는 4:25-5:2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부정적인 특징들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

영하는 긍정적인 특징들이 열거되어 있다. 

1. 교회는 모든 막힌 것과 분열된 것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하나 됨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

야 할까요(1-6절)? 

2.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7-12절)? 

3. 바울이 말하는 영적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14절)?

4. 온전한 신앙을 가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3-15)?  

5.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껍질은 무엇입니까(17-19절)? 

6. 거룩한 입술은 어떤 말을 합니까(25, 29)?

7. 분노를 잘못 처리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분노가 죄가 될 수 

있습니까(26-27)?

8.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

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28절)? 

9.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동행

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30-31)?

10. 헬라어 성경에서 32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

령을 근심케 하는 옛사람의 특징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

러나” 이제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함을 따라 거룩한 사람을 쫓으

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세 가지 표지는 무엇입니까(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