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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보라 포        10/13/2022 

 

마태복음 5:4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인간은 쾌락, 재미와 오락을 찾는 데 많은 돈과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며 우리 삶의 애통과 슬픔과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4) 

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절한 슬픔: (pg. 85 – 87) 

2. 성경은 여러 가지 슬픔과 애통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삶의 한 부분인 정상적인 울음과 애통이 있습니다.  사실 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다음 구절을 읽고 자연스러운 애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으십시오.   

 

                      창세기  23:1 -4:  

 

                     예레미아 9:1 

 

                     마가복음 9:24 

 
 

부적절한 슬픔:  

3. 자신의 욕망이 만족하지 못할 때 우는 울음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읽고 그 예를 적으십시오. 

 

           사무엘하 13:1 – 2  

 

           열왕기상 21:1 – 6    

 
           

생명을 주는 경건한 슬픔: (pg. 90 – 94) 

4. 고린도후서 7:10 을 적고 이 구절에 관해 설명하십시오.  

  
 
 

        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 우리에게는 _________________, 우리는 ________________,  

                                                                   우리는 아무것도 ___________________   인식하는 것이다.  

 
 

5.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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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복은 애통하는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옵니까?  

   
 

          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 행복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다)   자신의 죄를 대면했을 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탕자는 돼지죽을 먹으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부인하고 “난 괜찮아!” 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쓰러진 것을 

인정은 하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옛 지위를 회복해 보겠다고 다짐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고 

돼지죽 속에 주저앉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은혜와 자비를 찾을 

수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6. 구원은 (            ) 를 통해서 오며, (          ) 는 애통을 통해서 옵니다. 자신이 (            ) 한 심령으로 (       ) 를  

     애통해하면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               ) 께서 요구하십니다. (pg. 96) 

 
 

       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성경구절을 읽고 위로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적으십시오. (pg. 99 – 100) 

 

                시편 30:5  

 

                시편 50:15 

 

                이사야 55:6 - 7  

 

                미가 7:18 – 20  

 
 

애통하는 심령의 장애물들: (pg. 101 - 104) 

7. 돌 같은 마음, 애통하지 않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죄를 깨닫는 데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만들 수 있는 5 가지의  장애물들을 요약하십시오.  

 

          가) 절망: 

 

          나) 자만: 

 

          다) 추정: 

 

          라) 연기: 

 



복음의 향기- 가을 학기  2022 

Korean Every Woman’s Grace – Fall 2022 

<팔복: 믿는자의 행복>     Lesson 4: 4 장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 경박 

 
    

애통하는 자가 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돌과 같은 마음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죄에 관해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다음 구절을 적고 각 구절을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38:17 – 18: 

 

           이사야 6:5: 

 

           누가복음 5:8: 

 

           디모데전서 1:15: 

 
 

 적용: 

1.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감정이 폭발하여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경우를 보았습니까?  

 

2. 빌립보서 3:21 과 고린도전서 15:52 를 읽고 두 구절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위로를 적어보십시오. 

 
 

3. 시편 51:10 – 12; 시편 32:1 – 2 을 읽으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