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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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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모임 교재

2018년 10월 2일

l 환영하기(서로 뜨겁게 환영하기, 새가족 환영하며 축복하기) / 구역장
l 구역 모임을 여는 기도 / 구역장
l 축하하기(생일, 졸업, 출산, 퇴원, 수료 등) / 축하지기
l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어 봅시다. / 구역장

l 찬양으로 주님을 높입시다(찬송가

장) / 찬양지기

자연, 사람 그리고 하나님

(창세기 2:18-25)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어느 날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
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은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 둘은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었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나님은 온통 아담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
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교회에도 관심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이끌어가셨습니다. 그가 어떤 이름을 짓나보려고
말입니다. 이는 ‘명명하기’로 서로의 존재가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자

은혜
나눔

연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만으로 아담안에 만족함과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발견하
셨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
는 것은 자연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리 있으면 좋지만 가까워질 때, 때로는 힘들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그리
스도인에게는 가족과 친구가 있지만 교회에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과 같은 관계이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자기를 위한 베필을 찾는 일은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가장 고
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도, 완성도 하나님의 타자인 인간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했고, 돕는 베필을 얻는 방법 또한 희생와 내어줌을 통해서 였습니다. 마치 그리스도
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 은혜의 나눔
1.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2. 한 주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지 생각해 봅시다.
l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 구역장

축복
나눔

l
l
l
l
l
l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기도지기
아픈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한사람씩). / 기도지기
품고 있는 잃은양을 위해 기도합시다. / 기도지기
공동기도제목(교회, 구역, 선교, 2018년 목회계획)을 위해 기도합시다. / 기도지기
구역장이 모든 구역식구를 위해 축복기도 합시다. / 구역장
주기도문 / 다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