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가을 유평교회 주일오후성경공부 – 교회론 

교회의 목적과 사역 2 
 

1. 교화의 핵심 : 교회의 지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엡 4:13, 15, 16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____________ 온전한 사람

을 이루어 ___________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________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

를 통하여 _______________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___________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__________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2. 섬김 : ______나 ______가 ______에 따라 ______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 

 

3. 교제 : 우리는 모였을 때 ______하고 ______하려고 모인다(히 10:24-25; 살전 5:11). 

 

 

4. 훈련은 _____가 _____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가르치는 일이고 돌봄은 그런 일을 하는데 

있어 필요와 문제를 살피고 ______을 주는 일이다. 

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르면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은 부차적인 명령이다. ( O / X ) 

② 훈련과 돌봄은 오직 교회 인도자들만의 사역이다. ( O / X ) 

 

5. 전도는 “가서” “______로 삼는 것”을 말한다(마 18:19-20). 

① 전도의 명령은 _______과 ________에게 주어졌다(벧전 3:15). 

② 전도해야 하는 곳은 가장 _______ 곳에서 가장 ___ 곳 까지다. 

③ 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하는 것은 차라리 전도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 O / X ) 

 

 

생각할 거리 

⚫ ‘서로’ 명령 중 내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순종하기 

원하는가? 

⚫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다른 성도들을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고 어떻게 섬기기 원하는가? 

⚫ 나에게 주어진 전도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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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명령들 

“서로 사랑하라”(롬 12:10; 벧전 1:22; 요일 3:11; 4:7)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롬 12:16; 살전 5:13) /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갈 5:26) 

“서로 받으라”(롬 15:7)  

“서로 권하라”(롬 15:14; 골 3:16) 

“서로 돌아보라”(고전 12:25)  

“서로 종 노릇하라”(갈 5:13; 벧전 4:10) 

“짐을 서로 지라”(갈 6:2) 

“서로 용납하라”(엡 4:2; 골 3:13) 

“서로 친절하게 하라”(엡 4:32) 

“서로 용서하라”(엡 4:32; 골 3:13)  

“서로 화답하라”(엡 5:19; 골 3:16) 

“서로 겸손하라”(벧전 5:5)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빌 2:3)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골 3:9) 

“서로 위로(권면)하라”(살전 4:18; 히 3:13; 10:25) 

“서로 선을 따르라”(살전 5:15) 

“서로 돌아보라”(히 10:24) 

“죄를 서로 고백하라”(약 5:16)  

“서로 기도하라”(약 5:16) 

“서로 대접하라”(벧전 4:9) 

“서로 비방하지 말라”(약 4:11) 

“서로 원망하지 말라”(약 5:9) 

“서로 덕을 세우라”(살전 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