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의 향기 – 봄 학기 2020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Lesson 5: 5 장 –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23:24

데보라 포

3/19/2020

1.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제한시키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실제로 성전 안에 거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까? 왜 아닙니까? 자신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가) 열왕기상 8:27 절을 적으십시오.

2.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______________________ 교회가 __________________ 나타냅니다.
천년 왕국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리스도가 ___________________ 나타낼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__________ 하나님의 ________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도 하나님의 본질을 그 안에 제한시키거나 가둘 수 없습니다.
3.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가) 예레미아 23:24 절을 적으십시오.

4. “사무엘 스콤스” 는 한계를 알지 못하시는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께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것처럼, 선장이 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 이 세상의 일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안에 제한되실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물과 본질이 다르십니다. 골로새서 1:16 – 17 절을 적으십시오.

5. 하나님은 부정한 것들에 접촉하면 부정해집니까?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각각 무엇입니까?
자신의 대답에 예를 들어 보십시오.

6.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이 인간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서로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_____________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_________________ 계십니다.

가) 관계적인 면에서 보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들 안에만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3:17 절과 로마서 8:9 절을 적으십시오.

7. 하나님은 “영” 이 십니다. ‘영’ 이신 하나님을 설명해 보십시오.

8. 하나님이 ‘영’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와 교통/교제는 어떠합니까? Pg. 117

9.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과의 예배와 교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특별한 예배의 장소로 정했지만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0. 사도행전 17:24 – 25, 27 절을 읽으십시오. 이 구절들은 사도바울이 아테네의 찰학자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이 구절들의 뜻을 간추려 보십시오.

11.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23 절의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예언한 것입니까? Pg. 118 - 119

가) 이 말씀은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12. 시편 139:7 - 10 절을 읽으십시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히 13:5).
가) 모세는 자기가 입이 둔한 자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적으십시오.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명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3. 마태복음 28:19 - 20 절을 읽으십시오. “볼지어다”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 그리스도께서는 지상명령에 대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5.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든 것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하더라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Pg. 125
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
나) 우리가 기도하면:

17.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4 절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은 그가 결론적으로 말한 하박국 3:17 - 19 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절들을 적으십시오.

적용: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큰 위험에 직면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이나 건강이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자신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박국은 경험을 통해 어떤 원리를 배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