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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2:14-16DAY 1

1 군중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제자가 일어 섰습니까?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2

3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이 
모든것을 컨트롤했읍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위안할까요, 아니면,도전적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정말로 믿고 신뢰한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삶으로 살다

이번 주에 당신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나타 
내기 위해 할 수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살다

사도행전  2:17-21DAY 2

1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일어 났을 
때 유태인의 유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야기했읍니까?

2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친숙한 개념들 (예수, 성경, 
구세주 아이디어)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예수를 
설명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3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친숙한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람들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 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을 보내십시오.

삶으로 살다

사도행전 2:41-47DAY 5

1 첫 신자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2 첫 번째 신자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지에 대해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3 첫 번째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 는가에 대한 설명의 
어떤 부분이 가장 격려적이고 
호소력 있읍니까?

지금 상황때문에 집에있는 동안에도 
다음 주에 첫 신자들처럼 살기 위해 
할수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살다

사도행전 2:37-40DAY 4

1 이 메시지는 메시지가 군중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해 무엇을 알려 줍니까?

2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하라고 하는 일과,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 할 것으로 
기대 하는가에 차이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3 여러분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 했습니까?

오늘 당신이 주님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할 수있는 한 가지를 
나타내시도록 기도하세요.

삶으로 살다

사도행전 2:22-36DAY 3

1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해 어떤 
주장이 제기되어 있습니까?

2 오늘날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3 여러분의 과거에 예수님을 
어떻게 당신을 묘사 
해 오셨습니까?

가까운 장래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 할 
수있는 기회 (그리고 단어)를 
주시도록기도하십시오. (이름이 
생각 나면 적어두고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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