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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목장 비전:  

환영/다과(식사) 나눔 

찬양 

삶 나눔  □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제목 1 가지를 나누어 봅시다 (1 인당 3 분 이내). 

 □  교회 비전, 목장 비전을 함께 읽습니다.  

 □  지난 모임의 핵심 성경 구절을 함께 암송합니다. 지난 모임에서 나눈 내용에 대해 적용하며 경험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 

말씀 나눔  ( “구주의 사랑 축제 – 라합 구하기” 수 2:1-14)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정탐꾼들은 정보가 모이는 곳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의 존재를 알렸고, 이에 왕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 그들을 끌어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두 정탐꾼을 

삼대에 숨기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5 절).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렸습니다. 그 행동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8b-9a 절). 자신이 사는 땅은 죄악의 

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땅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를 “들었을” 때 생겼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0 절).    

1) 우리의 라합으로 복음을 듣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을 때 라합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VIP 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게 하지는 못하지만 듣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 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1 절). 라합이 하나님의 하신 을를 들었을 때, 믿음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라합에게 복음을 들려 주어야 합니다.  

2) 우리의 라합으로 영접하게 하라.   여리고의 사람들 중 오직 라합만이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케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케 하실 것입니다.   

3) 예수님의 보혈로 가족을 구원하신다.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침공할 때에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도록 함으로 그 집만은 멸망이 

넘어 가도록 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애굽의 재앙을 넘어가게 했듯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옥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붉은 천이 드리어진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 받 듯,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집에 흘러 내릴 때, 우리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VIP 들이 예수님을 보혈을 믿을 때, 그 보혈은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사축의 축제 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라합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VIP 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질문    1. 나의 VIP 가 라합인지 아닌지는 그 집에 들어 가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라합을 찾고 듣게 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고, 그 라합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VIP (라합) 의 집에 들어 가는 순종을 나는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을 지 나눠 봅니다.  

2. 라합의 집에 걸린 붉은 줄은 구원의 줄이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나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임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고 나눠 봅니다. 

3. 라합의 믿음으로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생각하면 구원은 “개인적 (요 1:13)” 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신앙이 가족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생각해 보고 나눠 봅시다.    

연습 □ (2 명씩 짝지어서) 오늘 배운 내용과 다음 주간 동안 실천할 적용을 서로 나누고, 핵심 성경 구절을 함께 암송해 봅시다. 

        → 추천 암송 구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수 2:11) 

정리 및 파송  □ 목장내 공지사항, 목장의 사역(봉사 일정, 선교지 소식 등)에 대해 나눕니다.  

□ 서로를 삶의 자리로 파송하며 마무리합니다.(찬양 또는 서로를 위한 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