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의 향기 – Spring 2019
Lesson 9: 여덟째 계명 – “도둑질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15

서 화영

3/21/19

여덟째 계명을 위한 사전 준비:
1. 이 계명은 경제학에 대한 성경적 관점의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되며, 재산에 대한 올바른 개인
소유권의 개념을 함축적으로 확립합니다. 아래 구절을 적으십시오.
신명기 23:25 -

2. 경제학의 성경적 기준이 되며 성경적 경제학의 요약이 되는 두 가지 원리가 데살로니가후서 3:10 12 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적고 그 두가지 원리를 찾아 적어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10 – 12 -

원리 1:
원리 2:
3.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큰 축복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축복들을 상실하게 됩니까?
잠언 14:23 상반절 -

4. 데살로니가전서 4:11 – 12 에서도 우리의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같은 원리를
네번째 계명의 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11 – 12 -

출애굽기 20:9 -

도둑질 하는 죄의 뿌리가 되는 세가지 원인들
5. 시편 78:19 에서 첫번째 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절을 적고 그 죄가 무엇인지 찾아 적으십시오.

6. 도둑질의 두번째 원인을 골로새서 3:5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열번째 계명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절을 적고 그 밀접한 관련이 무엇인지 찾아 적으십시오.

7. 도둑질의 세번째 원인은 잠언 21:25 과 마태복음 25:26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구절을 적고
도둑질의 원인을 찾아 적으십시오.
잠언 21:25 마태복음 25:26 -

8. 당신에게 이러한 도둑질의 근본이 되는, 원인이 되는 세가지 죄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덟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가 적용되는 삶의 영역들
9. 모든 문화에서 인정하는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5 개이상 적으십시오.

10. 선량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지르는 사소한 도둑질, 즉 여덟째 계명을 어기는 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성경구절을 적고 그 구절에서 말하는 도둑질을 적으십시오.
가) 아모스 8:5 – 6
나) 로마서 13:7
다) 예레미아 22:13
라) 레위기 19:13

11. 당신이 저질렀던 사소한 도둑질이 있었나 생각하여 적어보고 그것도 여덟째 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12. ‘도둑질 하지 말라’ 가 적용되는 두번째 영역은 우리의 일에 대한 윤리의 영역입니다.
– Our work ethic
에베소서 4:28
데살로니가후서 3:10
에베소서 6:7
13. 여덟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원리입니다. 긍정적인 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20:34
사도행전 20:35

14.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열심히 일하여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누가복음 16:1 - 13 을 읽으십시오.
15. 여덟째 계명이 적용되는 세번째 영역은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삶 입니다. 아래 구절들을 적으십시오.
마태복음 22:21
누가복음 16:9

16.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원리들을 고린도후서 9:5, 7 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구절을 적고
그 원리를 찾아 보십시오.

17. 헌금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청지기로서 당신의 헌금생활에서 달라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누가복음 1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