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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6: 십계명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12        김 쥬디   2/21/19 

 

제 5 계명이 명령 하는것 

1.  출애굽기 20:12 을 읽으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 19:3 상반절을 읽으십시오.   

    이 구절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리고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3.  공경은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요구합니다.   

    다음 구절들에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가)  잠언 31:28  

 

     나)  에베소서 6:1     

 

     다)  신명기 27:16 

 

     라)  잠언 1:8 

 

     마)  골로새서 3:20  

      

4. 공경과 순종은 같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모를 공경하는것과  부모에게   

 순종 하는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5. 부모님의 권위는 누가 주셨습니까? 부모님의 권위 외에 주신 다른 권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6. 자녀는 언제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무에서 벗어납니까? (참고: 창 2:24) 

 



   자녀가 부모를 떠났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에서도 벗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닙니까?     대답을 설명하십시오.   

 

 

제 5 계명이 주는 중요한 축복의 의미 

7. 출애굽기 20:12 후반절을 다시 읽고 쓰십시오.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생각을 써 보십시오.   

  

 

8. 부모를 공경했을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  시편 128:6 

 

     나)  신명기 5:16 

 

     다)  에베소서 6:3 

 

 

9.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가)  사무엘상 2:31 

 

     나)  레위기 24:14 

 

     다)  신명기 27:16 

 

     라)  잠언 30:17 

        

제 5 계명이 내포하는 의미       

10. 공경을 받을만한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  에베소서 6:4    

        

     나)  잠언 22:6 

        

     다)  골로새서 3:21 



11. 다음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공경을 표해야하는지 적으십니오.    

      가)  고린도전서 4:15 

 

      나)  베드로전서 2:17 

 

      다)  디모데전서 5:1-2 

 

      라)  로마서 13:1-2, 7 

 

      마)  열왕기하 5:13,  베드로전서 2:18, 골로새서 3:22, 24 

         

12. 출애굽기 20:12 에서 5 계명이 요구하는 공경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  휼륭하신 부모님 

       (   )  알콜중독 이나 학대하는 부모님 

       (   )  나와 다른 정권의 대통령이나 임원들 

       (   )  교회의 어르신들 

       (   )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 

       (   )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   )  교회 형제 자매들 

       (   )  학교 선생님 

  

13.  우리는 공경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공경하라는 명령은 부모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경하기 힘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왜 힘듭니까?  주님께 회개와 결심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