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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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리아로의 여행

(사도행전8:14-25)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로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 지리적으로
남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중부지역이며, 역사적으로는 앗시리아에 멸망당한 후 바벨
론과 쿠다 사람들이 이주되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쿳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요한복
음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통해 바로 옆에 이웃처럼 있지만, 상종하지 않은 관계라
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이미 빌
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가서 기도하자 성
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1:8은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은혜
나눔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웃이지만, 또한 차별의 땅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곳에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늘 편안한 장소와 사람에게만 가고 싶어합니다. ‘사마리아’입니
다. 오늘 우리는 나와 혈통이 다르고, 사회적으로 누구나가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
느냐의 문제입니다. 빌립 집사님처럼 사마리아로 향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
며 용기있게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삶으로부터, 과거의 생
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상업적인 것으로 바꾸는
시도이며,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사고팔려는 시도이며, 교회의 직무를 돈으로 사려는 시도
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환대의 의
미는 무엇이며, 범위는 어디일까. 그리고 내가 정의하는 환대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대
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별 없는 환대란 그 경계가 어디까지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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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