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 봄 학기 2020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Lesson 3: 거룩하신 하나님 - 아사야 6:3                                                              데보라 포               2/27/2020 

 

1. ‘로버트 모레이 멕체인’ 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많은 사람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얕은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요정 ‘지니’ 

정도쯤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pg. 67)  

                          
 

2.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찰스 핫지’ 의 설명을 요약하십시오. 

              
 

            나)  사람이 거룩해 질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6:11 절을 적으십시오. 

 
 

아모스 5:22 - 23 절을 읽으십시오. 

3. 하나님께서 희생과 제사 의식에 대한 규례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따르라고 

하셨지만 백성이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시편 11;7 절을 적으십시오. 

 
 

4.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면서 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5. 아래 괄호를 채우시고 전체를 세번 읽으십시오. (pg. 71)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하시며,  

    죄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_______________________    뿐이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6.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음 다섯 구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적으십시오. 

 

       가)  창조: 전도서 7:29 –  



       나) 율법: 로마서 7:12 –  

 

       다) 제사 법: 히브리서 9:22 –  

 

       라) 심판: 데살로니가후서 1:7 - 8 ; 유다서 1:15 -  

 
      
        

        마) 구원: 히브리서 9:26 –  

 
 

7. 하나님의 거룩히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향한 부르심: 

8.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웃시야 왕은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웃시야 왕이 

백성을 위해 한 업적을 나열해 보십시오. (pg. 73 – 74) 

 
 

         가) 웃시야 왕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 어떠하였습니까?  이런 웃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나) 백성들은 웃시야 왕의 업적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백성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며 

누구였습니까?  자신은 이 백성들과 무엇이 다름니까? 

 
 

        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사야 22:12 -  13 절을 적으십시오. 

 
 
 

 9. 웃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보고 이사야가 깨닳은 

것은 무엇입니까? (pg. 75) 

 
 

10. 모세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 …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출 3:5). 땅 자체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_________________ 임할 때마다 ____________________ 해집니다. 

 

11. 이땅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스랍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스랍이 하나님에 대해 했던 말, 아사야 6:3 절을 적으십시오.  

 



             가) 스랍이 세번 반복한 것은 무엇이며 그렇게 반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 보았을 때 반사적으로 반응한 것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사 6:5) 라는 말이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절망의 표시 이상이였습니다. (pg. 79) 

 

              가) 이 말에 어떤 뜻이 담겨있습니까?   

 
 

              나) 아사야는 아스라엘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종이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에는 죄를 고백하고 난 뒤 그 ___________________ 요구됩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______________ 없고, ___________ 않은 죄가 있으면 ______________ 나오지 않습니다. 

        

14. 우리가 거룩해 지려면 “깨끗한 마음” 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 13:20 절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잠언 13:20 절을  적으십시오.  

 
  
  

적용: 

•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짖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저지른 후 그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합니다.  

• 죄를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죄의식, 비참함과 절망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 죄를 즉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