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가을 학기		2022	
Korean	Every	Woman’s	Grace	–	Fall	2022	

팔복: 믿는자의 행복		Lesson	3:	3	장 – 심령이 가난한자는	복이 있나니…

 김 쥬디        09/29/2022 

1.  마태복음 5:3 을 쓰시고 암송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예수님께서는 왜 산상수훈을 (팔복) 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시작하셨을까요?   (P65) 

3.  세상에 있는 가난한자들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적으십시오.   

4.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견해를 적으십시오.  

 가).  죄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하여 

5.  세상에서 가난한자와 심령이 가난한자의를 비교하고 공통점은 무엇인지 적으십시오. 

6.  하나님께서는 _____________________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님의 _____________ 에 이를 수 없는 우리의  

________________ 고백하며, 우리는 _____________________ 고백하는것이다.    (P 66- 67) 

7.  ‘심령이 가난하다’ 에서 가난의 의미와  아닌것을 3 개 이상 적으십시오.  (P 67 - 71)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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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페나스’ (penace) 와 ‘프토카스’ (potas) 의 정의를 쓰시고 다른점을 적으십시오.  (P 68 - 69) 

 가)  마태복음 5:3 에 쓰여진 가난은 어떤 단어입니까?   왜 이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9.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비천한 자들을 나열하시고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적으십시오.  (P 71 - 73) 

10.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자신을 ___________________, 자기를  

________________ 않는 것을 뜻한다 .  (P 73) 

11.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에서 천국은 미래의 천국만을 말하는것입니까?  설명해보십시오.  (P 77) 

12.  심령이 가난해지는 3 가지 원리를 쓰고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1).   

 2). 

 3).  

13.  심령이 가난해지는 첫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14.  당신이 주려야할 (굶겨야할) 육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주려야할지 적으십시오.   

15.  심령이 가난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구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간단한 기도를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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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신이 심령이 가난해젔는지를 알수있는 7 가지 원리를 적으십시오. 

 1).  

 2). 

 3). 

 4). 

 5). 

 6). 

 7).   

적용:    

1.  위에 답한 심령이 가난해지는 7 가지 원리를 검토해보십시오.  당신 자신의 성장을 측정하기위해 1-10 으로 점수를 주
십시오.  “10” 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당신은 모든 원리의 무능력을 / 할수없음을 보십니까?   

2.  당신이 조금이라도 작은 성장을 보이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기를 기도
하십시오.   성장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