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의 향기- 봄 학기 2021
LESSON 6 –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박 준성

02/25/2021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바울의 관점은 그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약성경 저자들은 반복적으로 자신과 동료 신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얻어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며 그들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1. 골로새서 2:6-10 을 소리 내서 천천히 낭독한 후, 다음의 빈칸을 채우십시오.
9 절 - 그 안에는 (

)의 모든 충만이 (

)로 거하시고

10 절 -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

)시라.

2.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
(

)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

) 하시며 스스로

)는 영원하시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다음 문장이 참이면 T, 거짓이면 F 로 답하십시오. 자신이 답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신약성경에서 헬라어 “퀴리오스 (kyrios)”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항상 구약성경의
“아도나이(Adonai)”를 번역한 것이다.”
설명:
4.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구역 성경을 인용할 때 자주 70 인경을 인용하고 70 인경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70 인경 (Septuagint) 이란 무엇입니까?

5. 출애굽기 3 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힌 “여호와 (Yahweh)”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참고: 개역개정/개역한글 기준으로 6 글자) –

6. “여호와 (Yahweh)”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해당됩니다.
(1) 그 근거 구절을 로마서 10:9-13 에서 찾아서 적고, (2) 요엘 2:31-32 에서 이에 상응 (parallel)하는
부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두 구절 간에 서로 결정적으로 다른 단어를 각각 동그라미 치십시오.
로마서 10 장 (
요엘 2 장 (

)절 -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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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3 절에서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을 펼칩니다. 구절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무슨 뜻이며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P.89 중
가) 참된 회심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8. 신자들은 의의 노예 된 자들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빚진 자”들 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 된 자들에게 순종의 동기는 단순한 의무감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P.91- 92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
진정한 신자들의 특징은 –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에 단 하나 옳은 반응은 –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의 패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의 특징은 (P.93 – 94) –
왕과의 사귐 안에:
우리 주인 (Lord/Master)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분의 노예인 그리스도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
중 하나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그분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9. 베드로전서 1:13-16 을 소리 내서 천천히 낭독한 후, 15 절을 암송한 채로 적어보십시오.
벧전 1:15 사악한 주인들이 종 종 노예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비로운 주인은 자기 가정에
속한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상황, 심지어는 가치 있는 상황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런 주인은 자신의
노예들로부터 충성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10. 우리 주인 (Lord/Master)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알게 된 하나님의 많은 속성 (attributes)
중 한 가지를 적고 그것이 그분의 노예인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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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노예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 4:6).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롬
8:28). 이 약속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소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1. 다윗은 시편 23 편에서 여호와, 목자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노예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선포합니까
(1 – 4 절)? 또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6 절)? 요약해 보십시오. P.96

12.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노예들은 주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돌보심 아래 측량할 수 없는 평안과 희락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대단한 특권은 무엇입니까? P.97 상

13. 로마의 노예들이나 신약 시대의 노예들은 자신이 섬기던 주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자신의 지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주인의 노예는 종종 주인의 이름을 묘비에 새겨
넣었습니다. 자신의 묘비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14. 다음 문장이 참이면 T, 거짓이면 F 로 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자신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거룩한 두려움(holy fear) 의 대상(object) 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시다.

적용:
1.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혹시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령과 동등하시다는 사실을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 더 높으신 분으로,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금 덜 높으신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자신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2. 예수님께서 단지 당신이 섬겨야 할 주인 (Master/Lord) 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듭니까?
(예: 너무 숨 막힌다, 불편하다, 거룩한 부담을 느낀다, 기쁘다 등등)
이 사실이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