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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억해야 할 사실들 (베드로후서 3:1-2)  

1. 복습: 베드로후서 1:1-21 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적하기 위해 영적 성품과 미덕을 

추구하며  ___________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것과 (참조: 벧후 1 장 5-10 절) 하나님의 ________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것을 (참조 벧후 1 장 19-21 절)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2 장에서는 이미 

________를 침범하여 하나님의 양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참조: 베드로후서 2 장 1-3 절)  

 

2. 베드로후서 3 장 1 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받는 이들을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가) 이것은 이 편지를 쓴 베드로의 마음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나요?  

 

3. 가) 베드로후서 3 장 1 절에서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나요?   

         

나) 2 절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나요? 이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II.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주장 (베드로후서 3:3-4)  

 

4. 베드로후서 3 장 3 절에서 베드로는 말세에 무엇을 예상하라고 합니까?  

 

가) 유다서 18 절을 쓰고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3 절에서 초반에서 한 말을 어떻게 

뒷받침 해주나요?  

 

5. 3 절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거짓 교사들의 조롱과 거짓된 주장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나요?  

 

가) 이를 뒷받침 하는 베드로후서 2 장 18 절을 쓰고 묵상해 보세요.  

 

 

나)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부도덕하고 방탕하며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생활 방식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나요? 어떠한 예를 들 수 있나요?  

 

 

이번 주 베드로후서 3:1-10 을 읽고 과제를 하시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배운 베드로후서 1-2 장을 다시 

한 번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후서의 주요 주제가 거짓 교사의 위험한 영향력에 대한 

경고 및 그에 맞서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할 것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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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베드로후서 3 장 4 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4 절 초반부에서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의문/이의를 

제기하고 있나요?  

 

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나) 그들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무엇을 근거로 드나요?  

 

III.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남 (베드로후서 3:5-9)  

 

 7. 5 절과 6 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앞서 언급된 거짓 교사들의 조롱에 맞서기 위해 어떤 두 사건을 예로 들어 

반증합니까?  (참조: 창세기 1:1-10, 창세기 6:5-8, 7:1, 창세기 7:11-12, 창세기 7:17-24)  

  

가)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언급된 두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에 대한 답을 이유를 들어 설명하세요.  

 

 

나) 불신자들이 이 사건들을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8.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 장 11 절에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을 통해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 장 7 절에 의하면 다가올 심판은 어떠한 심판인가요?  

 

 9. 베드로후서 3 장 8 절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며 다음 빈 칸을 채우세요.  

 

  “사랑하는.자들아  _____께는 _______가  _________ 같고 _______이  ________ 같다는 이 한 가지를 

_____________” 

 

가) 8 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편 90:1-13 을 읽고 함께 묵상해 보세요. 8 절은 “시간”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에 비교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나요?  

 

 

10. 베드로는 9 절을 통해 거짓 교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들어 그들의 조롱에 

맞섭니다. 9 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뒷받침 해주는 구절들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가)  로마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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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가복음 15:7  

 

다) 베드로후서 3:9 절과 위에 있는 구절들을 함께 묵상해 보세요.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IV. 다가올 미래의 확실성 (베드로후서 3:10)  

11. 빈 칸을 채워 베드로후서 3 장 10 절을 완성하고 묵상하세요.  

 

    그러나 ____________이  ______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___________로 떠나가고 물질이  

 

      ________________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________________________ 

 

가) “주의 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주의 날”에 대해 언급하고 설명한 구절들을 두 세 개 정도 찾아보세요.  

 

적용  

 

1.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사도행전 17 장 11 절을 읽어보세요. 영적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3. 베드로후서 3 장 1-10 절을 통해 사도 베드로는 확실한 미래,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 같은 소망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가올 확실한 미래를 

소망하며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