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의 자녀 

세가지 싸움터 

세가지 영적훈련 

우리 인간은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을 강조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무관심합니다. 단순히 호러무비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내세나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상상을 하곤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미신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말하면 전근대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무시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영적인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든 

하지 않든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전쟁을 어떻게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1/26/2018 

15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16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1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해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18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19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롬 6:17-19, 새번역)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 1:12, 새번역)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잠 4:23)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잠 18:21, 새번역) 

 
 

1. 여러분은 누구의 종인가요? 옆에 있는 로마서 6:17-19 을 여러번 

읽으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요한복음 1:12 을 통해서 본인은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나요? 

 

 

 

 

2.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세가지의 전쟁터 

 

ㄱ. (       )  (로마서 6:16) 

ㄴ. (       )  (잠언 4:23) 

ㄷ. (       )  (잠언 18:21)             

 

 

 

 

 

3. 3 가지의 영적강화 훈련 

 

ㄱ. (              )  (에베소서 6:18) 

ㄴ. (              )  (에베소서 6:17) 

ㄷ. (         )       (이사야 58: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사 58:6, 새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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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자녀 

세가지 싸움터 

세가지 영적훈련 

우리 인간은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을 강조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무관심합니다. 단순히 호러무비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내세나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상상을 하곤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미신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말하면 전근대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무시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영적인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든 

하지 않든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전쟁을 어떻게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1/26/2018 

15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16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1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해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18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19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롬 6:17-19, 새번역)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 1:12, 새번역)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잠 4:23)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잠 18:21, 새번역) 

 
 

1. 여러분은 누구의 종인가요? 옆에 있는 로마서 6:17-19 을 여러번 

읽으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 요한복음 1:12 을 통해서 본인은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 

 

 

2.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세가지의 전쟁터 

 

ㄱ. (생각)  (로마서 6:16) 

ㄴ. (마음)  (잠언 4:23) 

ㄷ. (입술)  (잠언 18:21)             

 

 

 

 

 

3. 3 가지의 영적강화 훈련 

 

ㄱ. (기도와 간구)  (에베소서 6:18) 

ㄴ. (말씀묵상)  (에베소서 6:17) 

ㄷ. (금식) (이사야 58: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 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사 58:6, 새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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