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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보라 포        09/08/2022 

  

1. “손쉬운 믿음”은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일관된 순종의 삶이 가져다주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가)   “손쉬운 믿음” 이란 무엇입니까? Pg. 13 – 14 

 

          나)    “손쉬운 믿음”이란 개념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원과 확신의 메세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   당신은 현재 ”손쉬운 믿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 믿음 안에 있습니까?  

자신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2.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완전히 자기 점검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도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3 장 5 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pg.16)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중에 “회심”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Pg. 18) 

 

3.  많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를 들먹이지만 성경은 참된 구원의 증거를 현재 삶에서 

찾습니다.  또한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도록 

도우십니다. (Pg. 27 – 28) 

 

          가)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들먹이는 “당신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나)  고린도후서 5:17 절을 적으십시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4. 마태복음 19:23 – 24: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설명하십시오. (Pg. 21 – 22) 

 

           가) 마태복음 7:13 절에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 과 “넓은 문” 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Pg. 27 – 32) 

 

           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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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신의 반복되거나 고백하지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당신의 것이 되기를 지금 회개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