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중서신 

교회 

하나됨 

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2/16/2018 

  
 

1.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 (      )(1:1) 

2.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인가요? (                             )(1:1) 

3.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때 어디에 있었나요? (                 ) 

4.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은 무엇이 있나요? 

(                                                                – 엡,빌,골,몬) 

5. 언제쯤 에베소서가 쓰여졌을까요? (AD          -       년 경) 

6.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전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6:21) 

7. 에베소서 편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2:1-22) 

8. 희랍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ἐ κκλησίᾳ , Ekklesia) 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요? (                                           ) 

9. 교회는 건물이다? (     ) 

10. 목사는 성도들을 (              ), (      )가 (              )을 하게 하고, 

(       )가 (                  )을 세울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       )와 (                        ) 헌신합니다. (엡 4:12, 

행 6:4) 

11. 영적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온 몸을 덮는 갑옷)는 

무엇이 있나요? 

(                                                                        )(6:14-17) 

12. 영적전쟁에서 우리모두가 성도들(교회)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엡 6:18) 

 

 

 

에베소서 총정리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엡 1:1)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밖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엡 

6:21)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엡 4:12)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행 6:4, 새번역) 

14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15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16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18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엡 6:14-18, 새번역) 
 

 

에베소서를 공부하시면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해하고 참된 교회의 지체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서신서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교회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한몸공동체입니다. 그 소중함과 중요성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증명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  

오늘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성경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과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서신 

교회 

하나됨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2/16/2018 

  
 

1.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울)(1:1) 

2.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인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1:1) 

3.바울이 에베소서를 쓸때 어디에 있었나요? (로마 감옥) 

4.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은 무엇이 있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 엡,빌,골,몬) 

5. 언제쯤 에베소서가 쓰여졌을까요? (AD 60-62 년 경) 

6.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전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두기고)(6:21) 

7. 에베소서 편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수 안에서 만물의 통일과 

하나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함)(엡 2:1-22) 

8. 희랍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ἐ κκλησίᾳ , Ekklesia) 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요?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9. 교회는 건물이다? ( X ) 

10.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말씀전하는데) 헌신합니다. (엡 4:12, 행 

6:4) 

11. 영적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온 몸을 덮는 갑옷)는 

무엇이 있나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엡 6:14-17) 

12. 영적전쟁에서 우리모두가 성도들(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기도와 간구) (엡 6:18) 

 

 

 

 

에베소서 총정리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엡 1:1)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밖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엡 

6:21)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엡 4:12)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행 6:4, 새번역) 

14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15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16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18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엡 6:14-18, 새번역) 
 

 

에베소서를 공부하시면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해하고 참된 교회의 지체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서신서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교회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한몸공동체입니다. 그 소중함과 중요성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증명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  

오늘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성경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과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