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KBC 목장 모임 안내서 (2022 년 6월 19일 주간) 
 

우리 교회 비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 
우리 목장 비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 환영/다과 (식사) 나눔 
v 찬양 
v 삶 나눔 
1)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 1가지와 기도제목 1가지를 나누어 봅시다 (1인당 3분 이내). 
2) 교회 비전, 목장 비전을 함께 읽고 기도합시다. 
3) 지난 모임의 핵심 성경 구절을 함께 암송합니다.  

4) 지난 모임에서 나눈 내용을 적용하며 경험한 것을 나눠 봅시다.  
 

v 말씀 나눔 (6/19 주일 설교 요약: “평범한 가정의 위대한 이야기” 행 18:1-3, 김신일 목사님) 
1) 국제시장   “국제시장” 이라는 영화는 가정을 위해 희생하신 평범한 우리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가족이라는 절대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아버지의 모습에 우리는 감동합니다. 본문에도 평범해 보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웃과 같은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수 많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2)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여정들  로마에 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피난민처럼 고린도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무역이 발달한 비지니스 도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막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움은 기대와 함께 
두려움도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 가정에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울의 2차 여행 중, 1차 여행지를 돌아 보고 새로운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여정 중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드로아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밤에 기도 중에 “마게도냐 
(유럽) 환상” 을 보고 순종하여 나아 갔습니다. 그리고 급진파 유대인들에 의해 쫓겨서 결국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해진 마스터 플랜 가운데 옴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을 바울과 가지게 됩니다.  

3)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서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 후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건너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습니다 (행 18:18).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 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역자로서 동행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두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 남겨 둡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때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과 동역했습니다.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교회까지 가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 
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롬 16:3-4).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40 여명의 이름을 언급하는 데, 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동역이 없었으면 바울의 사역은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4) 평범한 가정 위대한 사역에 쓰임 받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세울 것도 없던 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 로마 교회의 키멤버가 되었고 신약에 6번이나 언급이 되었습니다. 평범했던 가정이 어떻게 위대한 사역에 쓰임 
받았을까요? 위대하신 그리스도께 붙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미국 땅에 사는 우리들도 지극히 평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조국을 떠나,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버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평범한 우리도 위대한 사역을 위해 쓰임 받습니다. 나의 평범함 때문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도 한 소년의 작은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한 끼의 식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와서, 평범한 가정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v 나눔 질문 
1)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고린도로 이주했습니다. 나는 어떤 동기 또는 과정 가운데, 미국 땅에 살게 되었는지, 나의 “삶의 

여정” 을 나눠 봅니다. 또한,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있었던 신앙과 사역의 여정도 나눠봅시다. 어떤 교회를 다녔었고, 어떤 사역들을 했었고, 그 과정 
중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숙되었는지 이야기 해 봅니다.  

2)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원대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로 고린도에 이르렀고, 결국 이 우연은 
하나님 안에서 바울과의 필연적인 만남과 교회 개척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내 삶에서도, 그냥 우연처럼 보였는데, 돌아 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던 적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3) 평범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은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믿는 위대하신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한 우리도 주님께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붙들린 바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주님께 더욱 붙들린 바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할 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기도합니다.  

 

v 연습: 2명 씩 짝을 지어 오늘 배운 내용을 서로 나누고 핵심 성경 구절을 함께 암송해 봅시다.  
v 정리 및 파송 
1) 목장 공지사항, 목장의 사역 (봉사, 선교지 소식 등) 에 대해 나눕니다.  

2) 서로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며 마무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