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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의 환대 

본문: 창세기 18:1~8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412장) 

1.   환영, 마음 문 열기 (Welcome)                                                                                               

       ♡ 밝은 미소(악수와 포옹)를 지으면서 다음의 인사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 “당신은 하나님의 VIP 이십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 뒷면의 글, ‘아그네스의 생일파티’를 읽고 소감을 함께 나누어 보자! 

                                                                                                  

2.  본문을 한절씩 나누어 읽고 잠시 묵상한다 

3. 말씀 속으로 

1)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찾아온 낯선 세 사람을 어떻게 환대를 했는가?(2-8 절) 이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환대의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고 있다고 

보이는가?  

 2)아브라함이 세 손님에게 대접한 음식의 목록을 살펴보고,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정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3) 목장 식구 중에서 아브라함, 사라, 종들, 세 손님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성경을 그대로 재현해 보자.  

4) 결국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접한 것인가? (1 절) 아브라함은 대접을 하면서,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참고 - 히브리서 13:2)        

4. 삶 속으로 

a)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일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을 향해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해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사랑의 행동도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  (참고 - 골로새서 3:23,베드로전서 4:9-11)  

5.  은혜 나누기 

이 말씀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6. 기도하기  :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와 공동체(목장)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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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의 생일 파티 

 

다음의 글은 미국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이스턴 대학(Eastern University)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토니 캄팔로(Tony Campolo)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이다’(The Kingdom of God is a Party)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하와이에 강의가 있어서 갔다가 시차 때문에 나는 새벽 3시 30분에 깨어났다. 동부의 집에서는 아침 식사 할 시간이어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찾다가 그 시간에 문을 연 허름한 식당을 나는 발견했다. 들어가서 한 참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안으로 한 

무리의 거리의 여인들이 들어왔다. 이들은 서로 시끄럽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옆에 앉아 있는 내 귀에도 들려왔다. 

한 여인이 “내일이 내 생일인데...” 라고 말하자, 다른 여인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생일 파티를 해달라는 

거야? 네 주제에 무슨 생일파티를 하려고 해.”라고 거칠게 말했다. 그러자 내일이 자기 생일이라고 말한 여인은 “내가 너한테 

생일파티 해달라고 했어, 그냥 나는 내일이 내 생일이라고 말한 것뿐이야. 어차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생일파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라고 풀이 죽어서 말을 했다.  

그 때 나는 한 생각이 떠올라 식당 주인에게 물었다. “저 분들이 늘 이 식당에 오는 분들입니까?” “그렇지요. 매일 이 시간만 

되면 옵니다.” “그 중 한 여인이 내일 생일이라고 하던데요.” “아, 아그네스(Agnes)요. 참 착하고 친절한 여자랍니다.”그 때에 

내가 식당주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그런데 제가 그녀의 생일 파티를 좀 해주고 싶은데요.”그러자 식당 주인도 내 생각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식당주인과 함께 아그네스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 다음날 새벽 2시 30분에 나는 식당에 와서 식당 주인과 함께 생일파티 장식을 하고, ‘생일 축하해, 아그네스’라는 큰 글씨도 

벽에 붙여 놓았다. 식당 주인은 아그네스를 위해서 생일 케익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정확히 3시 30분이 되었을 때에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거리의 여자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생일 축하해, 

아그네스’를 큰 소리로 외쳤다. 깜짝 놀란 아그네스는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생일 케잌을 보고서, 이내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케익의 촟불을 끄고서 아그네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케익을 자르지 않고 간직하고 싶어요. 이것은 태어나서 39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생일케익이니, 제 방에 갖다 놓아도 될까요?” 모두들 그러하고 했고, 바로 그 순간 나는 일어서서 “제가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기도를 해 드려도 될까요?”그러자 모두들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그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모든 파티가 끝나고 나서, 그 식당 주인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목사에요? 어느 교회 목사인가요?” 그 때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저요, 저는 새벽 3시 반에 거리의 여인들을 위하여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교회에 목사입니다.”그러자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유! 그런 말 마세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내가 진작 나갔지! 정말이지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도 나가고 싶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