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제목나눔(Prayer Requests)
성명(Name)

기도제목

벧엘교회 6월 사랑방 모임
응답

2017년 6월

1. 환영과 교제

Welcome & Fellowship

2. 시작기도

Opening Prayer

3. 찬양

320장(통350) “나의 죄를 정케 하사”

5. 광고
* 7월 사랑방 모임 장소와 일시 안내
* 교회행사 1) 벧엘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주일 6/11(주일) 성찬식 있음 2) 교
구찬양경연대회 6/11(주일) 오후2시 3) 제14기 HMMS 훈련생 모집(부모회
복학교) 7/10-8/28 매주 월요일(8주간) 4) 삼세대 새벽기도회 6/24(토) 오
전6시 5) 정기제직회 6/25(주일)

4. 말씀과 나눔
신약성경 316면에 에베소서 6:5-8절 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

가. 관찰질문

으로부터 솟아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것은 어떻게 주어질
까요?

1) 본문 5,6,7절에 사도 바울은 일꾼의 바른 자세를 표현하기 위해 반복되는
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 종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겨야 될까요?(5절)

다. 적용질문

1) 에베소서 3:7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
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했

3) 일꾼들은 6절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6절)

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은 일꾼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4) 7절에는 일꾼들이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7절)

나. 나눔질문

가정과 세상을 섬겨야 할까요?

2) 헬라어 “디플로스”는 영어의 double, 겹쳐진 혹은 이중적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하플로스”는 Single, “단 하나”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플로스”가

1) 바울은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해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마음을 다해 섬긴다는 뜻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실한” 이란 단어의 어근입니다. 바울사도가 말하는 종들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일해야 될까요?

2) “성실한 마음”에서 성실한 이란 단어는 “단 하나”라는 의미의 “하플로테스”

3)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세와 세상에서 일

란 단어입니다. 마음이란 헬라어 단어는 “심장”을 의미하는 “카르디아(καρδ

하는 자세에 구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교훈합니다. 당신이 속한 직장과

ία)입니다. 바울사도가 말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은 어떻게 섬

가정에서의 섬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는 것을 의미할까요?
4)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가정과 일터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주신
3) 섬기는 일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마

약속의 말씀이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

음으로 고용주를 섬겨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만 하는 것은

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라” 종이든 자유인이든 섬기는

어떻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6절)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주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섬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4)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