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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복: 믿는자의 행복     Lesson 2: 2 장 – 복이란 … 

  데보라 포        09/22/2022 

 

1.  마태복음 5:1-12 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팔복”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을 나열하십시오. 

 
 

         가)  예수님은 “팔복”의 궁극적인 열쇠가 11 - 12 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복의 열쇠를 적으십시오.  

  
 

        나)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교를 하실 당시의 풍습, 역사,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 또한 당시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2. 성경적 상황:  말라기 4:6 과 마태복음 5 장을 읽으십시오. 구약의 끝남과 신약의 시작을 적으십시오(p. 40-43  ) 

 
 

      가)  세상이 주는 행복은 – 삶의 (                                  ) 좌우되는 것이며, (                             )  파괴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 그 누구도    (                                              ) 없는 행복이다.   

 

     “복이 있나니” (blessed), 행복 (happy) 의 뜻은 헬라어 “마카리오스 (Makarios)” 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말은 가난, 고난, 죽음에 종속되는 인간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묘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는 표현은 모두 “Blessed be God” 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적고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에 줄을 그으십시오 

 

         시편 68:35 –   

 

                 시편 72:18 –   

 

                시편 119:12 -   

 

                디모데전서 1:11 –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만이 – (                                            )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제쳐두고는 -  (                                                                       ) 수 없습니다 

 

     라) 옛 언약 (구약) 에서 첫째 왕, 아담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 (신약) 에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새 왕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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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상적 상황: 예수님께서는 저주 받은 이 땅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pg. 44 – 46) 

           

        가)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전도서 1 장 2 절에서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나)  오늘날 많은 설교자는 경제적 번영, 성공 또는 건강 등을 약속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20 절을 적으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훌륭하고 비길 데 없는 설교 –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                                     )  을  

              (                        )  없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              ) 죽은 자들 중에서  (                                   ) 것과 같다. 

 

4. 정치적 상황: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인 통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혁명을 이르키고 로마인들을 쳐부술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치나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무엇에 관심을 두셨습니까? 

  
 

         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누구입니까?    

 

 5. 종교적 상황: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종교주의자들 밎 직업적인 의식주의자들과 맞서셨습니다.  

       가) 유대교에서는 네 개의 주요 집단이 있었습니다. 아래 각 집단의 일반적인 성격을 간략하게 적으십시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셀롯당 (열심당): 

 

     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기초는 무엇입니까?   

                   

     다) 사무엘상 16:7 과 잠언 4:23 을 적고 묵상하십시오. 

 
 

6. 산상설교의 중요성: 산상설교를 공부하는 5 가지 중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적으십시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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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7. 예수님께서는 여러 무리의 육체적 또는 영적으로 주린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Pg. 55 ) 

 
 

             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가르침은 (                                ), (                              ),  (                        ), (                      ) 등  

                    누구에게나 매력이 있었습니다.  

 

            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리가 아니라 우선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예수님의 설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설교이며 설교에 대한 훌륭한 실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 그 요점을 적으십시오. 

  
 

9.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          )과  (         )를 가지신 우리 (      ) (         ) (             )는 어떤 설교와도 (          ) 설교를 

하셨지만 (                )의  (                     )인 (          )에 따라 입을 열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적용: 

1.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차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에게,  이 설교는 예수님을 알라는 초대였습니다. 

  

           당신은 이 설교에서 말씀하는 복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일차적 대상입니까?    

 

           당신이 일차적 대상이 아니라면 이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2.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의” (거룩함) 와 함께 갑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의” (거룩함) 과 “행복”, 어떤 것을 먼저 추구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