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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리인가? 제자인가? 
본문: 행 6:1-7(Act 6:1-7) 

(단 4:31)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제자는? 

1. (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행 6:15) 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행 7:60)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2.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       )하는 사람입니다.

(행 9:15)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행 9:17)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3.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        )을 두는 사람입니다.

(신 23:1)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단 2: 46)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단 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단 1:9)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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