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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민 목사

제목: 변화된 성도의 직업관  <에베소서 강해>-(27)
본문: 에베소서 6:5-9 (Eph 6:5-9)
*생업의 현장에서 기쁘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은?

I. 내가 사람의 종이기에 앞서서 (               )의 종임을 기억하라
(엡 6:5-6)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마 25:40)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II. 내가 하는 일이 (            )의 일임을 인식하라
(엡 6:6)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III. 맡겨진 일을 할 때 (            )하는 마음으로 하라
(엡 6:7)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엡 6:8)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IV.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            )하게 대하라
(엡 6:9) 주인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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