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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8: 섬김의 성품     디모데전서 3:8-13,  디도서 2:1-8                         전 선영            11/7/19 

 

 로마서 12 장 4-5 절을 읽으십시오. 

 1. 로마서 12 장 4-5 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몸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 기능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p.227. 

 

    

남자 집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 (p. 231 – 237): 디모데전서 3:8 - 12 절을 읽으십시오 

2.  바울은 집사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성품에 관련하여 몇가지를 자격들을 디모데전서 3: 8-12 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가) ‘일구이언’의 바른 해석을 설명해 보시고 자신의 말에 대한 태도를 정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인 박히다’라는 말의 그리스 원어의 의미를 적으시고 현재 자신이나 가족중 인박힌 습관에 

적극적으로 빠져있는 부분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이 자신의 가정과 

교회에 어떤 모양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지 적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서 ‘믿음의 비밀’이란 무엇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말씀을 적어보세요. 

 

 

     라)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자 집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 (P.239) 

3. ‘모함’의 그리스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며 현재 혹은 과거에 자신이 혀를 다스리지 못해 어려움을 주었던 

경우나 또는 그런 일을 당했던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 절제하며’…현재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이를 위해 어떠한 훈련이 

필요한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4. 집사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부여되는 두가지 상은    

   무엇입니까? (P.240-241) 

 

 

 

건강한 교회 – 전체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들: 디도서 2:1 - 8 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디도서 2:1-8 에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 전체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 연령대별로 또    

성별로 나누어 그들이 보여야 할 미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 (P.244-245) 

6. 디도서 2 장 2 절을 적으세요. 

 

 

     가) 신중한 성품은 (         )할 줄 아는 사람이 열매로 얻는 특징인데  이것은 그가 (                 )를 

훈련하며,(                 )있게, (                )하게 처신하는 사람이며 (       )과 (          )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 믿음에서 온전한 자들은 무엇을 깨달은 자들이며 그에 따른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이 많은 여자들 (P.248- 249): 디도서 2 장 3-4 을 읽으십시오. 

7.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 즉 고상하고 탁월한 것을 가르치고 교휸해야 하는데 이때 

이들은 (      )과 (      )을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                  )를 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나이 

많은 여자들은 (                  )과 (                          )을 가지고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야 하며  

그들에게  (                      )의 기술을  배우도록 하며 (             )을 주어야 합니다. 

 

젊은 여자들 (P.251-252) 

8. 디도서 2 장 4-5 을 적으세요. 

 

      

     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심과 동시에 그에 합당한 책임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여자들이 집안일을 하며 집에서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기쁨으로 집안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젊은 남자 (P.253-257):  디도서 2:6-8 을 읽으십시오 

9. 젊은 남자는 장차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만약 젊은 남자가 올바른 훈련을 

받지 못했을 때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P.253) 

 

 

       가) 근면과 성실로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지 못했을 때: 

 

 

       나) 자녀 중심적인 가정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다) 젊은 청년들의 입에서 (                               )이 나오도록 하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                                   )는 생각이 들도록 덕이 있는 말을 함으로 그들이 하는 말을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                                  )이 되게  해야 합니다. (P.257)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