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종이 아
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
니다.



(골 3:22, 새번역) 종으로 있는 이 여러
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
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
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롬 1:1, 새번역)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
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
심을 받았습니다.



(고전 7:22, 새번역)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
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
다.



(고전 7:23, 새번역) 여러분은 하나
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
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
지 마십시오.



(갈 5:1, 새번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
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II.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를 대하든
지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골 3:22, 새번역) 종으로 있는 이 여
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
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
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
시오.



(골 3:23, 새번역) 무슨 일을 하든
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
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마 25:40, 새번역)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
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
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
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
이다. 



(고전 10:31, 새번역) 그러므로 여러분
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
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
여 하십시오.



(빌 1:20, 새번역) 나의 간절한 기
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
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
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
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
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
다.



III. 세상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라면 거룩한 성직입니
다.



(골 3:22, 새번역)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
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
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골 3:23, 새번역) 무슨 일을 하든
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
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IV.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께
서 주시는 상을 기대합니다.



(골 3:24, 새번역)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롬 8:17, 새번역) 자녀이면 상속자
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
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계 20:12, 새번역)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
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
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
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골 3:23, 새번역) 무슨 일을 하든
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
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