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 가을 학기 2019 

 

Lesson 9: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디모데전서 3:15                                           데보라 포                11/21/2019 

 

기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으롤 주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깨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구하십시오.  

 

1. 허브와 루스 클일겐 선교사와 수용소 최고 지휘관 ‘코니스’ 의 이야기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많은 교회가 세상적인 아이디어들을 받아 들여 남녀의 역할과 관련해서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세상과 타협할 때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까? 261 패이지 

 
      1.  

         
        2.   
 

 

3.  복음주의 패미니스트들은 성경적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교회의 지도자 자리를 

여성들에게 허락하라는 그들의 주장은 실제로 무엇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세가지를 적어보십시오. 

         1. 하나님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여성들을 통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수세기에 걸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복음주의 패미니스트들은 세속 패미니스트들의 칭찬과 영예를 안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인정받아야 할 곳에서는 인정벋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                                      )을   (                               )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                  )은 우리를 (                   )게 하며 (                     ) 을 (                )로 인도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첫번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 

5. 디도서 2:5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설명하십시오. 

  
     
 

       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게 

됩니까?    



6.  마태복음 5 장 16 절 말씀을 적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대로 생활할 때 어떤일이 일이 

일어날까요?  

  
 
 
 

7. 디모데전서 3 장 15 절을 적으십시오.  

  
 
 

8.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진리’는 복음진리로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265 패이지 

       

       진리를 버린 교회들은  -  

    

       믿지 않는 자들에게  -  

     

       그것은 궁극적으로  -  

 

거룩한 삶을 살아여 하는 두번째 이유: 반대의견을 밤재우기 

9. 디도서 2 잘 8 절을 적으십시오. 여기에서 “부끄러워” 라는 말의 그리스 원어는 무엇입니까? 

  
 
 
 

10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전도의 전략이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적으십시오. 

  
 
 

12.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들의 비판은 (                  ) 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바뀌어 (                   )이 되면  

     (                  )게  되고  하나님을 (                        ) 게 할 것입니다.  267 패이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세번째 이유: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에 끌리게 만들라 

13.  디도서 2 장 10 절을 적으십시오. 여기에서 ‘빚나게 하다’ 의 그리스 원어는 무엇입니까? 

  
 
 
 



14.에베소서 5:8 - 13 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에서 핵심 문구는 ‘책망하라’ 입니다. ‘책망하라’의 그리스 

원어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 뜻을 설명하십시오. 

    
 
 

15.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지 않은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이끌지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강력한 교회는 -   
     
         구성원들의 미덕과  - 
 

16. 남자들과 여자들은 하나님의 디자인에서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나)  교회가 패미니즘을 허락한다면? 

 

17. 빌립보서 2:15 절을 적으십시오.  

  
 

적용: 

자신의 삶은 불신자들에게 빚이 되며 하나님의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당신 마음 속에 패미니즘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을 배우면서 변화된 생각과 행동을 적어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