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12/29/2017

종과 주인 (엡 6:5-9)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같은 말들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갑질, 갑을관계등의
표현도 세상의 지위와 불평등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군림하고, 억업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군림과 억압에 분개하고 대항하려 합니다. 이런 구도 혹은 권위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항적인 구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권위에 바르게 순종할줄 아는 믿음직한 종, 그 주어진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줄 아는 성숙한 주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과 주인의 모습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서로" 섬기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에베소교회 안에 있었고, 초대한국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떤

종과 주인:
-

순종하세요.

-

주께 하듯하세요.

-

주인은 하나님

-

모두가 그렇게!

5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memo]

합니다.6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7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8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9 주인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엡 6:5-9, 새번역)

1. 종이여, 주님께 하듯 순종하십시오(5-8).
-

(

-

사람 앞에서 (
(

)과 (

)과 (

)의 주인에게 (

)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

)하십시오(5).
)으로 (

)의

)을 실천하십시오(6).

-

(

-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
(

)으로 (

)에게가 아니라, (

)께 하듯이, (
)이든 (

)으로 (

)이든, 각각 그 (

)십시오(7).
)을

)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8).

2. 주인이여, 주님께 하듯 똑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9).
-

9 절에 “이와같이 대하고”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5-8 절에

-

종을 위헙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3. 나의 다짐.
-

나는 어떤 자리에 있나요? 종인가요? 주인인가요? 어떤 종인가요? 어떤
주인인가요? 어떻게 위의 말씀을 적용하실 생각이세요? 그 다짐을 옆에 메모란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번주부터 실천해 보세요.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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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과 주인 (엡 6:5-9)
종과 주인:
-

순종하세요.

-

주께 하듯하세요.

-

주인은 하나님

-

모두가 그렇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같은 말들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갑질, 갑을관계등의
표현도 세상의 지위와 불평등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군림하고, 억업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군림과 억압에 분개하고 대항하려 합니다. 이런 구도 혹은 권위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항적인 구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권위에 바르게 순종할줄 아는 믿음직한 종, 그 주어진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줄 아는 성숙한 주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과 주인의 모습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서로" 섬기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에베소교회 안에 있었고, 초대한국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5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6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7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8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9 주인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엡 6:5-9, 새번역)

1. 종이여, 주님께 하듯 순종하십시오(5-8).
-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5).

-

사람 앞에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6).

-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7).

-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8).

2. 주인이여, 주님께 하듯 똑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9).
-

9 절에 “이와같이 대하고”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5-8 절에 설명한 종이 하는 덕목을 동일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

종을 위헙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하거나 갑질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3. 나의 다짐.
-

나는 어떤 자리에 있나요? 종인가요? 주인인가요? 어떤 종인가요? 어떤
주인인가요? 어떻게 위의 말씀을 적용하실 생각이세요? 그 다짐을 옆에 메모란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번주부터 실천해 보세요.

-

[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