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기고 

알림과 위로 

평화,믿음,사랑 

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2/9/2018 

  
 

 

1. 두기고는 누구인가? 

ㄱ. (               ) 형제이며,  

ㄴ. 주님 안에서 (             ) 일꾼 입니다. 

ㄷ.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           ,           ) 

 

 

2. 두기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ㄱ. 바울의 (형편), 바울이 하고 있는 (    ), 그 밖의 (         )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           ) 일 

ㄴ. 에베소 성도들을 (       )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음. 

 

 

3.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나요? 

ㄱ. 성도들에게 (           )를 내려 주시고, 

ㄴ. 성도들에게 (           ) 과 (             )을 베푸십니다. 

ㄷ. 성도들에게 두기고처럼 (         )를 주십니다. 

 

 

4.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주님께 어떤 일을 해 드려야 하나요? 

ㄱ.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              ) (            )해야 합니다. 

ㄴ.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         )”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일,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에 적어 보세요. 

(                                                               ) 

 

 

 

기회의 사람 (엡 6:21-24) 

 

21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밖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22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23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빕니다.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엡 6:21-24, 새번역)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 그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이해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사람을 찾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을 이해해 줄만한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픔에 집중해서 살게하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남을 배려 할만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남들이 겪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대이지요. 오늘 사도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이 담긴 편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적인 신뢰 가운데 전달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상황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의 어떤 모습이 그런 신뢰를 갖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나요? 오늘은 두기고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새로운 변화를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기고 

알림과 위로 

평화,믿음,사랑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2/9/2018 

  
 

 

1. 두기고는 누구인가? 

ㄱ. (사랑하는) 형제이며,  

ㄴ.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 입니다. 

ㄷ.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   기회, chance  ) 

 

 

2. 두기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ㄱ. 바울의 (형편), 바울이 하고 있는 (일), 그 밖의 (모든 일)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일 

ㄴ.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음. 

 

 

3.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나요? 

ㄱ.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 주시고, 

ㄴ. 성도들에게 (믿음) 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ㄷ. 성도들에게 두기고처럼 (기회)를 주십니다. 

 

 

4.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주님께 어떤 일을 해 드려야 하나요? 

ㄱ.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ㄴ.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일,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에 적어 보세요. 

 (                                                               ) 

 

 

 

기회의 사람 (엡 6:21-24) 

 

21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밖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22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23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빕니다.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엡 6:21-24, 새번역)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 그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이해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사람을 찾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을 이해해 줄만한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픔에 집중해서 살게하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남을 배려 할만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남들이 겪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대이지요. 오늘 사도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이 담긴 편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적인 신뢰 가운데 전달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상황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의 어떤 모습이 그런 신뢰를 갖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나요? 오늘은 두기고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새로운 변화를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