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5 월 사랑방 모임
1. 환영과 교제

Welcome & Fellowship

인도자

2. 기도 나눔

Share & Prayer

다함께

성명(Name)

기도제목

3. 대표기도

Prayer

4. 찬양

Worship 144 장 (통 144), “예수 예수” (뒷면)

5. 말씀 나눔

Word of God

담당자

인도자

사도행전 3 장 1 절-26 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 광고
o

Announcement

교회행사 1) 5 일(주) 사랑방 사역자 모임, 새가족환영만찬, 2)

12 일(주) 어버이 주일, 3) 19 일(주) 장애인주일 및 Four
Friends 음악회, 4) 25 일(토) 삼세대 새벽 기도회
o

중보기도 1) 3 대 비전과 4 대 사역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2) 목회진의 건강과 성령충만을 위해,
3) 사랑방 전도대상자를 결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4)
사랑방 협력 선교사님의 건강, 가정, 사역을 위해서

사도행전 3 장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14). 오순절에도 그들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2:1).
1. 제 구 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1 절)

2. 당신의 영적인 삶에 ‘제 구 시’는 언제 어느 장소입니까?

3.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 절/
참고 4:22)

7.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선 구걸하던 사람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16 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요 1:12),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
3:16). 하지만 믿음의 회복과 은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8. 구걸하던 사람이 ‘장애의 치유’를 받기 전에 먼저 일어난
치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5, 6, 8 절)?
1) 금과 은을 구하던 마음에 ( 믿 음 )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2) 장애로 단절된 사회적 ( 관 계 )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4. 이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3 절). 그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5 절)

5.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날 특별히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까? (4 절)

6. 베드로는 이 구걸하는 사람이 구한 것이 아닌 자신이 가진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 절)

3) 저는 자가 뛰는 사건으로 메시야의 ( 영 적 ) 치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사 35:6).
9.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15 절)

1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온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9, 26 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