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마음열기   

(한어) “마음 속에 근심있는 사람(찬 365장)” https://www.youtube.com/watch?v=F05UJmCxxtY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https://www.youtube.com/watch?v=DyteO1YZYMI

2. 기도  기도자

3. 본문읽기  사도행전 12:1-12

1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
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 헤롯이 잡
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 홀
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서 벗어지더라 8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
대 9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
라 하여 12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4. 삶의 나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누군가가 있었나요? 또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

험이 있나요? 함께 기도했을 때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5.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면 세계 복음화의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한 셈이다.”라고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요, 

기도의 능력을 끊임없이 경험했던 엔드류 머레이(Andrew Murray)는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는 권력의 불공평한 압박에 대항하여 어떤 세상의 정치적 행동을 택하기보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라는 교회만

이 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여 기도의 큰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순모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

을 경험하기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이 고

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조, J.D 그리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pp262-264) 

6. 본문 배경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본문의 전 장(11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에서의 성공적 사역을 기록하

였습니다. 이러한 이방 지역 교회의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아그립바 1세의 무자비한 기독교 탄압정책

에 의해, 사도의 죽음(야고보 순교)과 투옥(베드로)등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뉴저지초대교회 온라인 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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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 돌아가자
: 함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https://www.youtube.com/watch?v=F05UJmCxxtY
https://www.youtube.com/watch?v=DyteO1YZYMI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될수록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선은 곱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을 전한 사건(10장) 이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친 이방적 행위를 승인한데서 유대인들의 반감은 더욱 증폭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 아그립바 1세는 유대인의 정치적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더욱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이 상황의 결국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하더라” 결국, 헤롯의 손도, 유대인들의 기대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철저히 무너지고 실패하였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불가능한 상황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7. 본문 속으로 

1) 베드로의 투옥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5절) 

2) 베드로의 투옥과정과 탈옥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4-7절)

3)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한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 누워 두 쇠사슬에 매여서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6절)    

    그때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벧전 5:7)

4)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탈옥한 베드로가 결국 알게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11절)  

8. 삶 속으로 

1) 내 삶에 ‘함께’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누어 봅시다. 

2) 쇠사슬에 매인 채 감옥에 갇혔지만 잘 수 있었던 베드로(6-7절)의 평강이 내 안에도  

   있습니까? (재정의 문, 건강의 문, 자녀의 방황과 진로의 문, 전도의 문, 관계회복의  

   문이 열리도록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9. 뉴저지초대교회 중보기도 사역 

• 중보기도사역부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와 후원 (TBA) 

투옥과정 (헤롯에 의해) 교회 탈옥과정 (하나님에 의해)

4절 _____넷씩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5절
7절

___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남
베드로의 _____를 쳐 깨워 일어라나 말함

__________이 그 손에서 벗어짐

6절
두 ________틈에서 
두 ________ 에 매여 잠
     ________이 밖에서 옥을 지킴

간절히
______께

기도함
10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__________ 열림

탈출  _________의 상황
불가능을 ________하게, 모든 묶인 것을 차례로 푸시는 

하나님을  교회의 기도로 경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선교 EXPO를 통해 우리 순에 배정된 후원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