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 봄 학기 2020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9 과 – 주권자 하나님:  이사야 46:10                                            데보라 포          4/23/20 

 

1.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 이십니다. ‘주권자’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 켄뮤어 부인은 어떠한 고난들을 격었는지 나열해 보십시오.  

 

          

          가) 자신의 생애에서 켄뮤어 부인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격으셨습니까?  

          나) 러더퍼드 목사님이 켄뮤어 부인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3.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신다는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다음 구절들을 적으십시오. 

       욥기 42:2 

 

      시편 135:6 

 

      이사야 46:10 

 

4. 하나님이 ‘주권자’ 시라는 특징이 믿는 자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은 특정 개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도록 뜻을 정하시고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에는 세 개의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각 각 의미를 설명과 예를 들어보십시오. 성경구절로 뒷받침 해 보십시오.  (203 – 204) 

 

       가)  첫째 의미는: 성직, 정치와 관련된 선택입니다. 

  

 

        나)  두번째 의미는: 직무와 관련된 선택입니다. 

  

         

        다)  세번째 의미는: 구원과 관련된 선택입니다. 

  

 

5.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4 - 5 절을 적으십시오. 

  

       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는 어디에 기초합니까? 성경구절도 적으십시오. 



6.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             ) 이 주권적으로 (                 ) 다는 뜻은,  믿는 자들에게 

     (        )  (         ) 을 주며, (         ) 과 (         ) 을 주며 자유하고 하나님을 (         )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 헬라어로 ‘선하심’ 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선한 것은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  

8,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은 - 우리가 (          ) 가운데 있을 때 (           ) 줍니다.  시편 18:1 - 2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은 - 우리에게 (        ) 이 (         ) 할 때 우리를 (         ) 줍니다 사 40:29 - 32 

  

9.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의 

예입니다. 시편 103:12 절과 이사야 38:17 절을 적으십시오. 

  

 

10.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16 – 17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에서  

 

      ‘교훈’ 이란 헬라어 단어는 –   

      ‘책망’ 은  -   

      ‘바르게 함’ 은 –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는 것은 –    

 

1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이유는 -  

  

나쁜 것도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 

12.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는 예는 요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격은 고난과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이루셨는지 적어보십시오. 

  

  

  보너스 문제 - 시편 105 편 16 - 24 절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설명하십시오. 

 

 

13. 고난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은 죄를 싫어하게 만들고 고난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줍으로서 선을 이루며 고난은 죄를 쫒아 내기도 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면 – 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것을 드러내 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 줍니다. 



13. 예수님은 유혹을 몸소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격을 때 도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5 - 6 절을 적으십시오. 

  

         가)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  ________________ 갈망하게 해 줌으로써 _______________ 을 이룹니다. 

  

 16.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며 죄를 지은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가) 우리가 죄를 볼 때, 그리고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볼 때 우리는  

            죄에 대해 - 거룩한 ______________________ 됩니다. 

            이 과정은 – 우리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 우리를 _________________________ 것을 더욱 _____________ 되는 것입니다. 

 

17.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은 아무도 훼방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6 절을 적으십시오. 

 

 

적용:  

자신이 어떻개 해볼 수 없는 사건들, 상황들, 시련들을 나열해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당신의 인격을 어떻게 빚어주고 있습니까?  

경건하게 또는 불경건하게 빚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닳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에 놓여있는 사건들, 상황들, 시련들이 자신에게 선이 된 것이 깨달아지고 순종으로 받아드릴 때 

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