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의 향기 – 봄 학기 2020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Lesson 12 : 예베받으시는 하나님 - 히브리서 10:22

데보라 포

5/14/2020

기도: 말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3:1 - 2 절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기) 신약성경에서 ‘예배’ 를 말할 때 사용된 ‘프로스쿠네오’ 의 뜻이 무엇이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 기독교에서 ‘예배’ 란 단어의 정의를 내리십시오.

예배드리는 대상은 누구인가?
2. 요한복음 4:23 절을 적으십시오.

가) 그리스도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빌립보서 2:9 - 11 절 과 요한복음 20:28 절을 적으십시오.

다) 이구절에는 누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3. 비록 성경에서는 (

) 께 예배하라고 직접적으로 (

다른 두 인격과 동등하시며 (
임할 때 (

) 하지는 않았지만, (

) 의 대상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예배는 (

) 은 삼위의
)이

) 해 질수 있습니다. 265 패이지

4. 우리는 아버지, 아들과 함께 성령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시대에서 성령님의 톡특한 역할은
아들을 예배하도록 도우십니다. 삼위일체식 예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으십시오.

구원은 예배가 목적이다:
5. 예배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원의 목적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은 누구입니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 요한복음 4:23 절을 적응십시오
나)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서는 예배를 역대순으로 기록한 역대기이다.
6. 동방박사들이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태 2:11
재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물위를 걸으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을 보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마태 14;33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소경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요한 9:32
7.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분하여 보십시오.

가) 복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알려고 멀리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생각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8.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수 있는 과정은 - (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때 - 우리 (
그 다음 단계로 - 우리는 (

) 시작됩니다.
) 그 진리를 (

) 됩니다.

)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9. 우리가 예배에 초점을 두려고 할 때 한 가지 주된 걸림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대요 그것은 바로 ‘자아’
입니다. 우리는 기도, 묵상, 예배에 사긴을 쓰기보다 (

) 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 일, 자기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찬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향기:
11.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기 30:34 – 38 절을 읽으십시오
위에 구절들은 하나님이 예배 방법과 관련해서 지시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베자가 이 향을 자신을 위해
만들었다면 어떤 결과를 거두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70 패이지

12. 신약에 보면: 요한북음 12:1 - 3 절을 읽으십시오.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다른 향기로운 예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그 향기로운 예물이 이 땅에 계신 하나님깨 드려졌을 때 입니다. 그분은
다름아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예배의 본질/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 예배와 섬김이나 사역을 비교하여 봄으로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 더 분별할 수 있습니다. 273 패이지
예배 –
섬김/ 사역 -

어린 양 희생 제물: 말라기 1:6 – 7, 8, 10- 11 읽으십시오.
13.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죄를 범한 일이 말라기에
적혀있습니다. 우리도 이 경고를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이스라앨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멸시하였습니까? 274 – 277 패이지

나) 말라기 3:13 – 14 적으십시오. 아스라엘 백성이 나쁜 말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깨 죄지은 적은 없었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고백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 히브리서 10:22 절을 적으십시오.
14.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가지 준비 상항들을 점검해 보시고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가) 신실함에 대한 점검:

나) 맏음에 대한 점검:

다) 겸손에 대한 점검:

라) 순결에 대한 점검:

기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올바른 동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잘못된 동기를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마음먹고 돌아서서 다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적용:
예배드릴 마음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또한 마음 뿐만 아니라 준비물들도 서두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십시오.
281 패이지에 있는 질문들을 적어서 성경에 끼워두고 자주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예배드릴 때 마다 지신에게 질문들을 던져봄으로서 스스로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