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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6	–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김 쥬디        08/11/2022 

암송구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 5:17)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에 대해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해 계획, 즉, “뜻” 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실제보다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I.  하나님의 뜻:   
A.  하나님의 뜻 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란 하나님의 최고의 완전한 통치를 말합니다.  (감추어진 뜻) 

 가)  다음 구절들을 적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리십시오. 
  
 이사야 14:2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사야 46:9-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  명령하신 뜻은 각종 법 혹은 원리들로서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은 사람들이 책임져야할 부분입니다.  (나타내신 뜻) 

 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의하면, 새신자들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마 28: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하나님이 주신 두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3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태복음 22:3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하나님의 뜻의 본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명령하신 뜻은 그 특성에 따라 이해할수있다.   
  
 1.  다음 구절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쓰고, 그뜻이 주권적인 뜻인지 아니면 명령하신 뜻인지 표시하십시오.    

 가) 빌립보서 2: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 명) 

 나) 데살로니가전서 4: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 명) 

 다) 고린도후서 6:1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 명) 
  
 라)  마태복음 7:2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 명) 

 마). 빌립보서 1: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 명) 

 바) 예레미야 29: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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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하나님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 

1.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반응해야할까요? 

 가)  잠언 3:5-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베드로전서 4:1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야고보서 4:13-1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에 반응해야할까요? 

 가)  에베소서 5:1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신명기 29:2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신명기 1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사랑때문에 모든 믿는자들을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으며 또, 영화롭게 하실것입니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A.  인도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안내하시며, 감독하십니다.   

1.  이끌어주심 (양을 치는것, 데리고 가는것) 
 가)  시편 78:5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시편 139:2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안내 (보여주심, 이해를 도우심) 
 가)  시편 23: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시편 73:2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지휘 감독 ( 확립 또는 준비시키는것, 바르게 하는것) 
 가) 잠언 16: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데살로니가후서 3: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인도의 본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계시, 환상, 꿈, 예언자/사도를 통해서 구약시대와 초기 신약시대에 직접 인도 하
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 양심, 섭리, 또는 지혜와 권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간접 인도의 모든 영역에서 믿는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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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구절들을 적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접적으로 인도하셨는지 적어보십시오.   
   
가)  시편 119:10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사도행전  17:1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로마서 8:2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 잠언 2:1-11 과 13:10 절을 읽으십시오.   
 1)  지혜로서 분별할수있는 4가지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권면을 구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잠 13: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적용: 
A.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써보십시오.   

2.  이 부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 
  
 어느것인지 잘 모르겠다. 

3.  만약 이 부분이 다음 말씀들과 관련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일 경우  ———>   잠언 3:5-6 

 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일 경우 ———>   요한복음 15:10 

 다).  확실하지 않을때. ————————->  야고보서 1:5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