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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very Woman’s Grace – Summer 2022 

Lesson 2 – 삼위일체 하나님과 속성 

 데보라 포        06/16/2022 

 

 암송구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대상 29:11) 

 

다음 구절들을 읽으십시오 (로마서  1:19-20, 시편 19:1-6) 

1. 성경은 모든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을 전재조건으로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분의 하나님만 

계신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창세기 1 장 1 절에 서두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 다음 구절들을 적고 모든 구절들을 종합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으십시오.  

     시편 89:7 – 8: 

 

    이사야 43:10: 

 

    이사야 42:8: 

 

    하나님은 어떤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과 하나님을 아는 방법: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생각, 말, 행동과 삶을 살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예레미아  9 장 24 절에서는 사람이 지식, 힘, 건강, ‘부’ 보다 더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4.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누구신지 깨닫기 위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는 답에 

‘O ‘을 표시 하세요 (참고: 욥 38:1-7) 

        

                       a. 과학                   b. 성경 말씀         c. 환상, 꿈                d. 성경말씀과 환상, 꿈 

  

               가) 자신의 답을 뒤바침하는 성경구절을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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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다: 

5. 하나님은 물질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민수기 23:19 절과 요한복음 

4:24 절을 적으십시오. 

  
 
 

        가) 디모데전서 1 장 17 절을 적고 이구절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적으십시오. 

  
 

6. 스가랴 4:10, 이사야 50:2, 시편 89:13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물질로 이루어진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절들에서 하나님을 물질/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서로 다른 세 분의 인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란의 껍데기, 흰자, 노른자 또는 물의 고체, 액체, 기체 등으로 예를 드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한계가 없으며 우리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7. 삼위일체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 창세기 1 장 26 절과  11 장 7 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8. 삼위일체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 누가복음 1 장 35 절을 적고 이 구절에서 표현한 세분을 적으십시오.  

 
  
 

9. 마태복음 3 장 16 - 17 절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함께하셨습니까? 

  
 

10. 마태복음 28 장 19 절을 적으십시오. 이 구절에 몆분의 인격이 있는지 나열하십시오.  

  
 

        가) 이구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고 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고 되어 있습니다. 삼위의 신비는 한 이름에 세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니시며 셋이고 또 셋이면서 하나이신 신비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  “삼위일체에 대하여 우리는 셩경의 명확한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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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속성 (성품): 속성이란 진실한 셩격이나 특성을 말합니다 

11. 다음 구절들을 읽고 해당되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하십시오.   

 

a. 시편 89:14                                                               거룩 - 죄에 오염되지 않은 절대적으로 순수하며 완전하신 분 

  

b. 시편 99:9                                                                 의와 공의 - 하나님의 의를 그의 법으로 정하심,  

  

c. 이사야 46:9-10                                                        절대주권 - 최고의 권력/ 권위, 가장 높은 통치자 

  

d.  욥기 34:21; 시 139:1-6                                         불변 - 본성이나 목적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 

  

e. 히브리서 6:17-18                                                   전지 - 현재와 미례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f. 잠 15:3; 시 139:7-12                                                무소부재/ 편재 – 우주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 

  

g. 예레미아 32:17                                                        전능하심 -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 

  

h. 시편 130:3-4                                                            사랑 - 하나님은 사랑이사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 

 

i. 시편 31:5                                                                    진실 - 유일하게 진실하신 분 

 

j. 오한복음 3:16                                                           자비 - 자비와 궁휼하심 

 
 
 

적용: 이 과에서 배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1. 하나님의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2. 당신의 생활과 기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3. 인생의 중대한 시련을 만날 때에는 어떻게 대치해야 합니까? 

     가까운 사람의 죽음 (배우자, 자녀): 

 

     신체적 장애를 남기는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