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학생들에게 디모데전서 5장 8~10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2:9~15. 교회의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별히 돌보기를 원하시는 대상을 찾아보게 한다. 다음과 같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10~15분)
질문한다.
학생들에게 적을 종이를 나누어준다. 청녀들에게 그들이 교회의
과부와 가족을 돌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청남들에게 기대하는 도덕적인 특성들의 목록을 만들게 한다.
청남들에게도 같은 식으로 그들이 청녀들에게 기대하는 특성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이 성구를 에스겔 16장 49절과 상호참조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발표하게 하고 반 전체가 그것들을 토론한다.
바울이 교회에서 여성들이 지녀야 한다고 말한 특성들을
찾아보면서 디모데전서 2장 9~15절을 읽는다. (여러분은
예수와 그의 사도들의 생애, 299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에 대한 주해를 나눌 수도 있다.) 바울의 목록을
청남들이 만든 목록과 비교해 본다.
바울이 가르친 감독의 특성들을 찾아보면서 디모데전서 3장
1~7절을 읽는다. 이 목록을 청녀들이 만든 목록과 비교해 본다.
바울이 비록 감독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주님께서
모든 남성들에게 발전시키도록 기대하시는 특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무엇이었나?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주요

원인은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읽고 야고보는 순수한 종교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찾아본다. 이 교리가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토론한다.
디모데전서 6장 17~19절을 읽고 바울이 부유한 성도들에게 준
여섯가지 책임을 확인한다. 그것들을 칠판에 적고 그것에 대해
토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주님 이외에 누가 이러한 특성들을 가치있게 여기는가?

• 칠판에 열거된 여섯 가지 책임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오는가?

• 이러한 특성들은 세상이 가치있게 여기는 특성들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 언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 이러한 특성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5:3~16; 6:1~19.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부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25~30분)
반원들에게 놀이에서 쓰는 가짜 돈 뭉치를 보여준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만일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이 만큼의 돈을 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일주일만에 번다면? 단 하루만에 번다면? 한 시간
만에 번다면?

칠판에 다음의 문장을 적는다. 부자가 되는 것과 주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주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을 나누게 한다.
학생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6편 7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주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세상의 방법과
다른가?
• 어떤 사람은 왜 세상의 부보다도 주님의 부를 바랄 수
있는가?

•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언젠가는 부자가 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많은 돈을 갖는 것에는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
부에 관한 주님을 가르침을 찾아보면서 야곱서 2장 18~19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주님께서는 부를 얻는 것에 관해 어떤 조건들을 붙이셨는가?
• 우리는 모든 것보다도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 (또한
마태복음 6:33 참조)
• 이러한 권고가 주는 가치는 어떤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10~12절을 읽고 바울의 경고를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부가 갖는 위험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 이 생애 동안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만 하는가?
• 야곱서 2장에 있는 주님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부를
얻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www.dnatree.co.kr/seminary/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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