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 봄 학기 2019 

서 화영     1/24/19 

Lesson3: 십계명#2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 장 4-6 절 

                                                                                                  

제 2 계명이 의미하는것 

1. 참된 (            )을 예배하기 위해 (            )을 상징하는 어떠한 우상들도 만들지 말고, 그 우상들을 

(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 제 2 계명을 범한 대표적인 예를 출애굽기 32:1-6 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며 그 우상이 

하나님을 상징했다는 증거가 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3. 다음중 제 2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가)  공경을 표하는 의미에서 도시의 광장에 사람의 동상을 세우는것 

     나)  그리스도인의 부엌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사진 

     다)  기념으로 초상화를 벽에 붙이는것 

     라)  집이나 자신의 공간에 예술 작픔을 두는것 

     마)  유대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현재나 과거에 제 2 계명을 어긴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상을 예배하는것이 잘못인 이유 3 가지 

4.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24a 을 적으십시오. 

 

     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구절들을 적으십시오. 

           디모데전서 1:17a -  

 

           요한일서 4:12a -  

 

     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않됩니다. 구절들을 영여로 적으십시오. 

           민수기 23:19a -  

 

           시편 50:21a -  

 

     다)  오직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져야 합니다. 아래 구절들을 적으십시오. 

           요한복음 4:23a - 

 

           요한복음 4:24 -  



5. 영으로 예배 한다는 것, 즉 영적예배의 의미: 

   인간 (          )의 반응이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의 증거는 (          )속에 있으며 바로 그 (          )에서 

진실한 예배가 나온다. 로마서 1:9a 를 영어로 적으십시오. 

 

      가)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          )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의식과 형식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영적 예배 대신 의식과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6.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에 기초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여 우리 마음으로 부터 

흘러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시편 86:11 을 적으십시오. 

 

      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17 을 적으십시오. 

 

      다)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의 실질적인 적용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예배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때; 

            찬송할때; 

            기도할때; 

 

7.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최고의 이유: 하나님은 완전하고 독점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래 구절들을 적으십시오. 

            출애굽기 34:14 -  

 

            신명기 4:23b-24 -  

 

         가)  하나님의 질투는 (          )한 질투입니다. 고린도후서 11:2a 를 영어로 적으십시오 

 

         나)  하나님의 질투는 감히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모든것에 대한 확고하고 강한 혐오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모든 우상숭배의 형태에 대한 경건한 질투입니다.  

                 시편 78:58 - 영어로 적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우상숭배한 죄의 결과 ---출 20:5c   

8.  출 20:5c 를 적으십시오. 

  

9.  자녀들은 부모세대가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것에 대해 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습니까?  그 영향은 무엇일까요? 



10. 부모세대가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비슷하게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고 이를 

실행에 옮기며 그들도 불순종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가)  당신의 불순종의 삶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고 회개하십시오. 

       

      나)  여기서 발견하는 절대적인 영적 원칙: “사람은 무엇이든 그가 예배 드리는 그것과 같이 

될것이다.” 

             시편 115:4-8 -  

 

             고린도후서 3:18 -  

 

             요한일서 3:2 -  

 

      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인가요, 아니면 우상 즉 돈, 명예, 권력, 자녀, 

안락함, 운동, 외모, 자기자신 등등 인가요? 

 

하나님의 정의—출 20:6 

11. 출애굽기 20:6 절을 적으십시오. 

 

      가)  세대를 통해 내려오는 죄의 영향력을 끊을수 있는 방법은 (          )을 (        ) 하고 그의 

(          )을 (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할때 부모의 죄의 속박으로 부터 자유로워질것이다. 

      다)  당신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거나, 혹은 믿는 가정에서 자랐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