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 가을 2019 

 

Lesson 1: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 – 1 과: 피조물의 타락                                                 드보라 포           9/19/19 

 

1.  1960 년대와 70 년대에 일어난 미국의 페미니즘은 남녀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동등하다고 외치는 운동입니다.  미국 문화는 페미니스트적인 정책들과 동성애를 인정하려는 이념을 

서서히 흡수했으며  성적인 자유주의의 원리와 신조들은 이미 미국 사회 전반에 퍼져 대중적인 사고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학교들과 대학들이 이런 자유주의 가치들을 가르쳤으며 미디어에서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이 자유주의의 신조는 무엇입니까?   

  
 

 

2.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과 신학교에서도 성경적인 진리에 기초한 교리를 던져 버리고 이 페미니즘을 

받아들였습니다. 

      가)  ‘복음주의 페미니스트’ 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 – 21 페이지 

          

          

       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료: 창세기 1 - 3 장을 읽으십시오. 

3. 창세기 1:27 - 28 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관한 중요한 두가지는 무엇입니까?   22 – 23 페이지 

      첫째 – 남자와 여자는 (      )  (      ) 하나님처럼  ( _      _) 을 가지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둘 다 (                               ) 

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 (_                      ), (     ___        ),  (      __       )_하고 (_______) 한다. 

   

      둘째 – 하나님이 아담과 (______  ) (____)  다에게  (________________)  는 명령을 주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______) 하셨다.  “ (________________) 땅에 (_______) 하라. 땅을 (______) 하라…… 다스리라.”   

                   남자와 여자는 (_____________) 를 함께 (_________)  하는 (_________) 였다. 아담과 이브 두 사람에게   

(_______)  을 (____________) 는  (_________) 을 주셨다.  

 

    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는 했지만  소유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완전한 관계: 창세기 2:18- 23 절을 읽으십시오. 

4.  하나님께서 이브를 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하나님께서 이브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나)  이런 반응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에게 여자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아담이   

여자에게 ‘이브’ (여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6.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성과 여성성은 어떤 것입니까?   

        남성성:   

 

       여성성:   

 

       가)  26 페이지에서 역자는 ‘돕는 배필’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나)  스펜서는 ‘돕는 배필’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7.  하나님이 디자인한 영화롭고 완벽한 연합이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27 페이지  

       
  
 

8. 어떤 방법으로 사단이 아담의 리더쉽을 공격했습니까?  이브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  방법: 

       

       2. 이브가 지은 죄: 

       

       3. 그 결과: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한 결과: 창세기 2:7 – 3:24 절을 읽으십시오. 

9.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는그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9 페이지)  

  
        
         

        가)  이 저주의 결과로 어떤 것들이 탄생했습니까?  (31 페이지)  

       
 

        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관계에  창조의 질서와 순종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10. 사단은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도 흔들린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 

가정이기 때문이다. 저주가 인류에게 임하되 인간관계의 핵심인 가정에 임한 것이다. 가정이라는 제도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생산적인, 의미 있는, (______) 한 (_____) 을 살도록 서로를 (_________)  가장 필요하다. 

그러나 (______) 한 (_______) 질서에 (________) 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_______) 에게 (________) 하고 

(______________) 을 (_________) 는 삶에서 인생의 (_________) 와 (________) 을 찾으려고 하게 되었다.  

 

11. 가) 영지주의 문헌에 있는 기록은 무엇입니까?  

  
 

      나) 영지주의 신자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영지주의에서 남녀 성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 영지주의 핵심과 뉴에이지 운동은 어떤 것입니까?  

 
 

      마) 영지주의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36 – 38 페이지) 

   
 

 12. 사단은 정부, 가정, 학교, 하물며 (_______) 등 인간의 모든 활동분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_______) 한 

(________) 들을 서서히 파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분들을 흐리게 하고 

하물며 그 권위들을 완전히 (______) 하는 일을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다. 우리는 (_____________)  나 

신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을 주장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들이 

되어가고 있다.  

 

13. 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에 근거한 철학의 먹이로 전락해 버렸고, 여기에 물들은 성경 해설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성경의 절대 권위에 비중을 두기보다 현대의 인본주의 철학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혼동, 무질서, 부도덕, 배교의 폭풍에 뛰어들고 있으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인  베드로후서 2:1 - 3 절을 

적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