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방 인도자 교재 
 
가. 관찰질문 (Observations) 
• 관찰질문은 읽은 본문의 중요한 핵심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단답식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한 사람씩 질문하고 대답을 칭찬한 후 간단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1) 베드로가 다윗을 ‘선지자’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

31절)  
-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알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그가 선지자인 참된 이유는 영적 깨달음을 시편에 
기록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심을 증거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 사도들이 선포한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36 절) 
-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의 결론은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과 둘째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것이 바로 “너희”라는 사실입니다.  

-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천하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그들은 예수가 메시야로 오셔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곧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설교에 
반응한 것입니다.  

- 예수님의 죽음과 당신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3)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7 절)  
-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 이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사실까지 인정한 것입니다.  

-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은 것입니다.  

 
4)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은 성도들이 힘을 쓴 
것은 무엇입니까? (42절) 
- 초대교회는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배웠습니다. 둘째, 서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만나 대화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 셋째,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누고 
성만찬을 기념하며 예배했습니다. 넷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로지 라는 것은 모임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 마다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나. 나눔질문 (Sharings) 
• 나눔질문은 인도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나눈 후에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유도하거나 지적하여 물어 봅니다.  

 
1)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든 제자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 당신이 열심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혹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만약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지 모른다면 “전도폭발” 
훈련 혹은 각종 전도 훈련에 참여하여 배우십시요.  

- 복음증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요.  

 
2)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당신의 죄는 무엇입니까?     
- 당신의 구체적인 죄를 설명하기 보다, 당신이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정리해서 나누십시요. (예를 들어 언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졌는지) 

- 죄사함은 당신 자신의 확신이나 생각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피를 보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3) 어떻게 죄사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38절)  
-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를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의 구속경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례란 물세례를 포함하여 성령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회개와 경건한 삶의 서약이며, 자범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셋째,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의 선물 즉 성령충만의 열매와 
은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유한 삶입니다.  

 
4) 초대교회 모습 중 당신이 가장 힘쓰는 것은 무엇이며, 
사랑방에서 힘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42절)  
- 초대교회는 말씀과 나눔과 친교와 기도를 사명으로 생각 
했으며, 이 네 가지 사역에 균형을 유지하여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했습니다.  

- 이 네 가지 중에 당신이 가장 힘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가장 힘쓰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적용질문 (Applications) 
 
1) 당신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할 장소는 어디이며, 대상은 
누구입니까?   

-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진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 일터, 사회 속 삶의 현장 혹은 교회 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관계와 성령의 은혜로 흘러갑니다. 관계를 맺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 무엇보다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복음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만약 
복음제시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교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전도훈련을 받으십시요.  

 
2)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 
후에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까? 
- 네, 물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롬 

3:10). 사람은 죽을 때 까지 죄와 씨름하며 싸워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삶의 과정을 ‘성화’(sanctification)라고 합니다.  

- 로마서 7:21-23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죄에 거하는 자신의 
영적인 고뇌와 갈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3) 초대교회처럼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초대교회가 힘쓴 네 가지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요. 말씀, 
나눔, 친교, 기도는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 당신의 삶에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힘써야 
하겠습니까? 당신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주십시요.  

 
4) 당신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방에서 선지자적 삶을 살고, 참된 
교회됨 경험하도록 기도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