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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나눔

구역모임 교재

2018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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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밤의 찬송, 온 가족의 기쁨

(사도행전16:16-34)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은 ‘깊은 옥’이라고 말합니
다. 이미 그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때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차꼬를 든든
히 채웠습니다. 차꼬란 두 조각의 나무판자에 구멍을 뚫어 죄수의 손목과 발목에 끼우는
형틀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은 고문을 목적으로 묶어둡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고문이 놓여있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다고 생각하는
빌립보의 감옥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나쁜 풍속을 전했다는 이유였지만, 실제
로는 자신의 이익을 빼앗긴 것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
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의 찬송이 한 밤에 울렸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
가지 였습니다. 시편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은혜
나눔

이시라’ 루터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해도 진리는 살아서 영원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내 주
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때 하나님은 거짓의 땅, 정의가
없는 땅을 흔드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드러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수는 자결하려다가 도망가지 않은 죄수를 발견
하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
으리이까” 그는 비로소 감옥 밖의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는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 간수
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
았고,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구원은 가장 큰 가족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가두고 갇힌 관
계로부터 자유와 화해는 가장 큰 기쁨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구원과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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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