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의 향기 - 봄 학기 2020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Lesson 6: 전능하신 하나님

시편 139:1-4

김 쥬디

3/26/2020

1.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2. A. W. 토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를 움직이신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적어보세요.

3.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십시오.

4.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 세계 안에서 나타납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을 적어보십시오.
가) 시편 33:6

나) 이사야 44:24

다) 히브리서 1:3

5. 우주가 (

) 아니라 (

) 인 것은 하나님의 (

) 이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6.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7. 구원이란 주님께서 (
함을 받은 죄인들을 (

) 죄인들을 (
) 해준다는 뜻이다.

) 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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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왜 예수님은 자신의 주 되심, 메시아 되심, 그리고 주권에 대해 드러내서 말할 수 있었습니까?

)

9. 마음 (heart)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10.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영적 능력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의 네 가지 면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19)
1)
2)
3)
4)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기
11. 우리는 하나님의 (
가)

) 을 예배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셨습니까?

나)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12.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빌립보서 4:13 을 읽으시고 적으십시오.

13. 구약시대의 신자들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가) 욥:
나) 다니엘:
다) 이사야:
라) 다윗:

14.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 하나님의 (

)은 (

)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

) 없다.

나) 믿는 자가 두려워할 것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없다면 왜 없는가?

15. 우리의 영적 승리의 기초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6:10 을 적으십시오.

16.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가?
베드로전서 5:6 을 일고 적으십시오.

적용:
빌립보서 1:6 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단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분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의 구원과 성화에 관하여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비록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진전되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