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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4	–	교회, 성령의 은사
 김 쥬디        07/14/2022 

암송구절:  히브리서 10:24-25 을 쓰시고 암송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교회란?   
신약은 예수 그리수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며,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작은 그룹’ 으로 모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신자들은 교회가 건물을 갖기전에 어디서 모였습니까? (롬 16:5;  고전 16:19) 
   
2. 사도행전 2:42 을 읽고 초대교회가 행했던 4가지를 적어보세요.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에베소서 4:11-12 을 읽고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주신 4가지의 은사의 직분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가)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나). 이들을 교회에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2 절) 

          
4.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장로/감독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1-7 과 디도서 1:6-9 에 자격이 쓰여있습니다. 
     가). 장로의 2가지 주요 책임은 무엇입니까?  (벧전 5:1-2) 

     나). 장로들에 대한 성도들의 책임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 13:17) 
         
5.  교회에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 히브리서 10:25 은 신자들에게 무엇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나).  히브리서 13:7 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한다고 가르칩니까? 

           
     다). 고전 12:25 은 우리가 다른 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한다고 가르칩니까? 
   
     라). 설교를 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수있습니까?   
 1). 고린도전서 9:1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갈라디아서 6: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  교제 
     1.  교회 안의 연합 
     가).  모든 지역 교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전 1:10) 
        
     나).  에베소서 4:2-3 을 읽으십시오. 
           1)  무엇이 교회를 하나되게 합니까? 

           2).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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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빌립보서 2:1-4 을 보면, 몸의 연합을 위해 명심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라).  성경은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부 요일 1:3, 성자 요일 1:3, 성령 고후 13:13) 그리고 다른 신자와 교제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진정한 교제가 불가능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고후 6:14-15) 
       
      2.  교제에는 다른 신자들을 섬기는 일도 포함합니다.   
          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에는 서로의 삶에 동참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섬겨야 할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다음 구절들을 읽고 답하십시오. 

      1).  로마서 14:19.  

      2).  갈라디아서 5:13 

      3).  갈라디아서 6:2 

      4).  야고보서 5:16 

     3.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것은 무엇입니까?  (벧전 4:10-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I 예배:  Worship  

     1.  “예배” 의 정의를 사전이나 본인의 말로 써보십시오 

     2.  요한복음 4:23-24 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 

     3.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가).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계시록 4:10-11 ) 

          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한다고 합니까? (시 66:4) 

     5.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 34:8) 

     6.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다음 구절들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나요? 
      가). 출애굽기 34:8  

 나). 누가복음 7:1-7 

 다). 요한계시록 1:17.  

 라). 시편 95:1-6 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십니끼?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
보십시오.   

 IV.  교회 의식:  세례 와 성찬식 
 1.  세례는 ___________________ 제정하신 것으로 초대 교회부터 실천해 왔습니다.  (마 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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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례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마 28:19, 행 2:41; 8:30, 38; 16:33-34,  행 10:44-48) 

 3.  세례는 신자가 ___________________(롬 6:3) 와 ________________  과 __________________ 에    연합됨을 
선포하는것입니다.  (롬 6:4)  
 4.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은 성도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________________ 

V.  영적 은사:  은사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교회 안의 사역을 섬기게 하기위해 주신 것입니다.   
     1.  영적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고전 12:11, 고전 12:28) 

     2.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됩니까?  (벧전 4:10) 

     3.  영적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전 12:4-7, 고전 14:12, 벧전 4:10-11) 

     4.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은사는 무엇입니까? 
 가). 로마서 12:6-8.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나). 고린도전서 12:8-10.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다). 고전 12:28b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 

     5.  영적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할까요? 
 가). 은사에 대한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롬 12:6-8) 

 나). 은사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전 13:1-3) 
 다). 은사가 유익하게 사용될수있는 15 가지 지침은 무엇입니까?  (고전 13:4-7)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6.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은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수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사용할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25절) 

     7.  에베소서 4:11-16 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16절) 

     적용 
     1.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한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 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2.  당신의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발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