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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는

왜 미국으로 왔는가?” 시리즈(2)
신명기 6:4-9

청교도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왔습니다
들어가는 말
우리는 7월과 8월 두달 동안 청교도(Puritans)가 미국에 온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
다. 청교도들은 종교적인 영적 순수함(purity)과 정치적인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으
로부터 400년 전 메이 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65일 만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은,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믿음의 가정’에 대한 열정에 대해 나누고, 서로 도전 받으며,
우리 삶에 적용해보기를 원합니다.
1. <아이스 브레이크> 각 가정의 가훈과 가훈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2. 이스라엘아 들으라!
2-1. <관찰 질문>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
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언약의 일

3.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3-1. <관찰질문>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7-9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게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부르심입니
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청
지기”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렇
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무엇으로 섬기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무엇을 공급하시겠습니까? 맛있는 밥이나 돈이 아니라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
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2. <나눔 질문>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나
누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
려운 점들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4. <적용 질문> 청교도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토마스 굿윈은 6
살 때 가정 예배에서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
니다. “우리가 경건한 부모가 되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
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한달 동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눠
봅시다.
(자녀가 없는 분들의 경우, 안디옥 교회와 내 주변에 있는 영적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
며 섬기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눠봅시다. )

꾼들은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며 삶의 변화
를 경험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최고의 선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이러

5. <마무리 기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한 유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1)안디옥 교회가 혼란한 세상 가운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리더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되고 연합하게 하옵소
서.
2)8월 한달 동안 진행되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를 통해 각 가정의 부모들이 믿음의 제사
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각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구조조정(restructuring) 되는 은혜를 허락하소
서.
3)코로나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우는 93명의 안디옥 교회의 의료인들을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
으로 지켜주시고,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특별히, 노인아파트와 널씽홈에 계
신 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2-2. <나눔 질문>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고 공급받고 있는지 목원들과 솔직
하게 나눠보고, 말씀을 통해 얻는 유익들을 나눠봅시다. 그리고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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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Why did Puritans come to the Land of America? Series (2)
Deuteronomy 6:4-9

Puritans came to build families of faith.
Intro
We have been learning about why puritans came to America since the
beginning of July. Puritans were the ones who sought to purify spiritual and
political world during the 16th and 17th centuries. About 400 years ago, the
“Puritans” embarked on the Mayflower to cross the Atlantic and arrived in
America after 65 days of sailing. Today, let’s talk about “Family of Faith” that
Puritans sought to build, and discuss how we can apply their passion to our
lives.

3-1 <Observation> Read Deuteronomy 6:7-9. What does God command us
to do with our children?

*Parents shall continuously teach God’s words to their children. This means that
regardless of where they are or when it is, parents’ mission and calling shall be to
teach God’s words to children. 1 Peter 4:10 teaches us that we shall serve others as
faithful stewards of God… The word “steward” means someone who faithfully
distributes what was given to him/her by the Master. Then, with what can we serve
our children? What would you provide to them as a top priority? It’s not delicious
meals or wealth; rather, we shall share God’s words with our children as the top
priority. This is how we can obey God’s command.

3-2. <Sharing> Let’s talk about how we are sharing and providing God’s
words to our children at home. What are the benefits of sharing His words
to children? What are some challenges in doing so?

1. <Icebreaker> Does your family have “Family Motto”? What is it?

2. Hear, O Israel!
2-1. <Observation> Read Deuteronomy 6:4-6. What does God command to
the new generation Israelites who are about to enter the promised land?

*God speaks through the words here. This is why God is commanding the Israelites to
‘Hear’ and impress them on their hearts. Christians who believe in the new covenant
do not merely hear the words and follow them like robots. As written in the 2
Corinthians 2-3, His words shall be on tablets of our hearts, and from that, we can
experience a completely new life. Jonathan Edwards said “God’s word is the best gift
ever given to me.” Are you experiencing the same benefits from the Word of God?

2-2. <Sharing> Let’s talk about how we consume God’s word. (be honest)
Also, let’s talk about what benefits we have received from taking His words on
a regular basis. What are some challenges to impress God’s words on our
hearts?

4. <Application> Puritans came to America to build families of faith. When
Thomas Goodwin was 6 years old, he experienced Holy Spirit during family
worship time. After he became an adult, he said “The best gift we can ever
give to our children is to be spiritually faithful parents.” What can we do to
build a family of faith during this month? (be specific) If you do not have
children at home, what can we do to serve and raise children in your
neighborhood and/or church?

<Prayer: Let’s pray together.>
1) Antioch Church of Philadelphia to be a mission-oriented church in this confused
world. Pray for Pastor Ho’s spiritual and physical well-being. Pray for all church
leaders to unite in Holy Spirit.
2) Pray for parents of all Antioch families to become faithful priests at home through
the “Raising Faithful Families” Project. Through God’s words and prayer, all families
of Antioch Church to “Restructure” their priorities.
3) Pray for all medical practitioners fighting to treat people aﬀected by COVID-19.
Please keep them safe and fill them with Holy Spirit. Pray for senior members who
are at senior living apartments and nursing homes to be protected and be sa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