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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유미           03/18/2021 

 

서문: “타락과 우리 자신의 범죄를 통해 인간의 본성은 아주 타락했고, 아주 부패 하였으며 더렵혀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타락하여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의지도, 힘도 없다.”              - 찰스 스펄전 - 

 

잔인한 폭군의 노예: 

 1. 로마의 문학을 통해 잔혹하고 불의한 주인이 노예들을 학대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존 뉴턴의  

경험이 자신의 신학적 관점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런 사례들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까? 

(p.120) 
 
  

2. 주 후 61 년경에 노예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페트로니아 법률’이 로마 사회에 필요했음을 미루어 보아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주인의 손아귀에서 노예가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1 세기 성도들은 노예였고, 그들 중 일부는 가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3. 베드로전서 2:18 - 19 를 적으십시오. 

 
  

       가) 사도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 중에 불의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노예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성도들에게 이 땅의 주인을 어떻게 섬기라고 교훈하였습니까? 

 
 

4.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의 노예” 가 되었다는 비유적 표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배경 2 가지는 

무엇입니까? (p.122) 

 
  

죄의 노예: 

5. 죄라는 가장 파괴적이고 타락한 힘 때문에 인류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로마서 8:22 절을 적은 후 

    답하십시오.  

  
 

6. 불신자들은 죄에 오염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아래 구절을 적어 넣으십시오. 

 

        -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요한복음 8:34 - 

 

        - 사도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에게:  베드로후서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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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울이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서 6:17  -  

 

7. 아래 문장을 완성하시오. (p.123) 

     (              ) 의    (          ) 까지 모든 인간은 (              ) 의  (            )과  (          ) 의      (              ) 아래 놓여 있습니다.      

(                   ) 는 (              ) 한   (             )  에 매여,  (                     )      (          ) 해 있고, 그 속박으로부터 (            )  로   

(            ) 를 찾기란 거의 (                   ) 하다. 

 

8.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p124) 

           - 모든 죄인은 결코 -  

  

           - 죄와 거룩한 심판으로부터 결코 -  

 

          - 그들은 자신의 구속과 관련하여 -  

 

9. 에베소서 2:1-10 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이 성명에 동의합니까?  

       왜입니까?  왜 아닙니까? 자신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10. 자존심은 우리가 실제보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더 중대한 죄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참고: 누가복음 18:10 – 14) 

 
 

11. 구속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씁니다. 구속받지 못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한 아래 말씀 

구절을 적으십시오. 

 

          - 에베소서 4:19 :   

     

          - 로마서 1:25 : 

  

          - 디모데후서 3:2a, 4b:   

         

          - 요한복음 3:19 :   

 

12.  다음 말씀들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한복음 6:44, 65, 에베소서 1:7 – 9, 고린도전서 2:12. 

  

       가) 죄의 노예를 해방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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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의 해방을 위해 값을 치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13. 성경은 불신자들이 전심으로 자신의 죄를 사랑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부패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5:39 - 40 절을 적으십시오.  

 
 

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은 그들이 믿는 것과 사는 방식의 모순됨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믿는 바가 당신의 생활 방식에 그대로 드러납니까?  

  
 

14.  아래 구절을 적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의 노예 된 자들의 결말을 적으십시오.  

 

           - 베드로후서 2:4 :   

 

           - 에베소서 5:6 :    

 

           - 로마서 6:23 :   

 

          - 요한 계시록 20:15 :   

 
 
 

적용: 

1.  로마서 6 장에서 과거 자신의 죄의 노예 상태를 묘사한 구절과 구원받은 후 자신에게 감사함으로 묵상 

되는 구절을 각각 한 가지씩 찾아 적고 그룹에서 나눠 보십시오. 

  

2.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있는 주위의 친구나 이웃의 이름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의 진실만이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 되도록 합니다. 당신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들에게 전할 것을 다짐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