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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후스’ (John Huss) 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러한 

‘후스’의 진술은 시대의 권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전통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1. ‘존 후스’ (John Huss) 는 어떤 전통을 깨려고 했습니까? 또한 그는 어떤 권리로 감히 이 전통을 깨려고 

도전했습니까? 

 

 

2. 보너스 질문: ‘존 후스’ (John Huss) 는 ‘프라하’ 대학의 교회 (베들레헴 채플) 에서 라틴어가 아닌 ‘보헤미아’ 

어로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돋보이게 된 계기가 되었고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라틴어가 아닌 ‘보헤미아’ 어로 설교하는 것이 왜 인기를 얻는 요인이 되었습니까? 

 

 

3. 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온 전통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전통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 후스’ (John Huss) 가 자신의 글에 관해 설명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그의 고소자들은 그의 책을 불살라 버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존 후스’는 그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할 기회를 요청했지만 그 요청은 무시되었고 

묵살당했습니다.  

 

4.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려고 할 때 주위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가)  우리 문화가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5. ‘존 후스’는 그의 영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63 페이지)  

 

 

 

6.  당신은 보편적으로 누구의 설교를 듣습니까? 누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복음의 향기- 봄 학기  2021 

LESSON 4 – 주님, 그리고 주인이신 분 (1) 

 

     가) 당신과 관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당신을 

권면할 때 당신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7.  골로새서 1:17 - 18 을 적으십시오. 사전이나 주석을 사용하여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적으십시오. 

  

 

8. ‘후스’는 하나님의 승인을 사람에게 승인받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하나님의 승인보다 사람의 승인을 

얻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9. ‘후스’ (Huss) 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개혁적인 생각이었고 

‘존 위클리프’ (John Wycliffe) 를 통해 소개받은 개념이었습니다. 100 년 후, ‘마틴 루터’ (Martin Luther) 는 

똑같은 확신/신념을 선포했습니다.  

   ‘마틴 루터’ (Martin Luther) 가 로마 카톨릭과 관계를 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적으십시오. 68  

 

   교황은 자신이 (                                  )고 자신의 권력과 (                                            )했다. 

   나아가 (                                                  ) 해석해서는 안 되며 …  

   기독교 교회와 (                                          )에 대한 (                                   ) 맡았다.  

   그래서 (                                            )주인으로 삼았다. 

 

10. 우리 문화의 많은 '권위자'들은 지식보다는 인기가 있습니다. 어떤 권위의 의견을 들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의 최종 권위는 무엇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얀 후스’ (John Huss) 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긴다 해도 복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의 용기는 하나님께 

전념하는 마음으로 동기를 부여받았고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말뚝은 높았지만, ‘후스’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11. ‘후스’는 심각한 핍박에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에게 조롱당하거나 거부당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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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당신의 신앙 때문에 당신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12. 70 페이지 하 - 71 상에서 ‘찰스 스펄전’ (Charlese Spurgeon)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 보십시오. 

 

 

 

      가)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을 부릅니까?  

 

    

      나) ‘중보하다’ 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적으십시오.  그리고 디모데전서 2:5 절을 적으십시오. 

 

 

      다) 자신은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자신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적용:  

• 당신 주위에 신앙에 굳건하고 삶의 어떤 영역에서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당신은 어떤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까? 

 

 

•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참된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중심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