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 봄 학기 2020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Lesson 7: 7 과 진노하시는 하나님     나훔 1:2 – 3, 6                         데보라 포           4/2/20 

 
나훔 1:2 – 3, 6 절을 읽으십시오: 

1.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일부분입니다. 다음 구절을 적으십시오. 

 

        이사야 13:9 –  

 

        예레미아 7:20 –  

  

        마태복음 3:12 –  

 

        요한계시록 19:15 – 

 

2. ‘영원한 (       ) 이 있다는 것을 (        ) 하지 못하면 또한 하나님의 (       ) 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            ) 의 (        ) 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        ) 이 (          ) 하듯이 

하나님의 (        ) 도 완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항상 (         ) 과 (         )의 균형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준수성: 

3.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식의 분노 개념을 하나님에게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식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다릅니까? 페이지 161 - 162 

  

 

 

4. 여호수아 7 장에서 아간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훔친 물건들을 숨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하나님이 너를 합당하게 심판하시기 전에 너의 죄를 고백하고 죄지은 것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노 계시: 

5.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진노를 드러내신 것은 에덴동산에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가) 하나님의 분노가 ‘노아의 홍수’ 때에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나)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였습니까? 



6. 우리는 주위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잘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생각에 아무 문제 없이 

잘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조나단 에드워즈’ 는 무엇에 

비교해서 설명했습니까? 페이지 164 

     

 

 

7.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진노를 억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적으십시오. 

       
        가)  로마서 2:5 
 

        나) 시편 7:12 – 13    

 
 
하나님의 분노의 인격적 특징: 

8.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진노를 나타내시되 성품과 관련하여 나타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의 

인격을 바탕으로 죄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적으십시오. 페이지 166 – 167 

 
        가) “하라 (charah)” –  

 

        나) “하론 (Charon)” – 

 

        다) “카차프 (qatsaph)” – 

 

        라) “헤마 (chemah)” –  

 

        마) “자암 (za’am)” –  

 

9.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헬라어’ 의 의미를 적으십시오. 

         
        가) “분노” –  
 
        나) “진노” –  
 
        다) “환란” –  
 

        라) “곤고” -  

 

 

하나님의 진노 대상: 

10.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만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발하는 진노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은 (          )이 (                ) 의 관계가 (               ) 으로써 생겨난 (              ) 

입니다. (            ) 의 (             ) 는 하나님과 (                ) 관계를 맺지 (         ) 있는 (           )  

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11.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중 한 가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입니다.  로마서 1:21 절을 적으십시오. 

 

 

12. 도날드 그레이 반하우스가 말씀한 의미를 간추려 보십시오. 페이지 171 하 – 172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13. 다니엘 4:27 절을 적으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4.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경고했던 메시지를 적어보십시오. 

페이지 177 

 

 

 

생각해 보십시오: 

• 당신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당신이 화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 중에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적용: 

•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 복음의 진리는 전함에 있어 각 사람이 다른 면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