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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태복음 5 장 1-12 절 말씀을 읽고 관찰한 부분과 질문할 내용을 2 가지 이상 적으십시오. (예: 관찰-5 장 1 절에 

무리와 제자들이 나온다. 질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상이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들인가?) 

 
 1) 

 2) 

 

2. 팔복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들의 영적 상태에 관한 규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추구하고 따라야 할  거룩한 성품에 관한 규범입니까?(Page.130-131) 

 
 

 
 

3. 예레미야 2 장 13 절을 적으십시오.   

 

 1)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두 가지 악행을 증언했는데 그들이 버린 분은   

     누구이며  스스로  찾아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 당신이 과거에 스스로 팠던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부산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일서 2:15-16 을 읽으십시오. 

 
 

 3) 당신은 현재 무엇에 목말라하고 무엇에 주려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4. 헬라어  ‘페이나오’의 의미는 ‘궁핍하다’,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다’이며 ‘디프사오’는 ‘진짜 목마름’이란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단어에 동사형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된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분사를 사용하셔서 이 의미를 더욱 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Page.138-139) 

 
 
 
 

5.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으로 날마다 채워졌던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방식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간구를 적으십시오.(Page.139-141) 

 

  1)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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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윗 

 

   3 )사도바울 

 
 

   4) 자신의 이름을 적으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당신의 목마름은 얼마나 애타고 간절합니까? 

6. 행복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데서 오는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pg. 142-145) 

 

 1) 구원(칭의)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을 적으십시오. 

 2) 당신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까?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졌습니까?  

 3 )성화란 무엇입니까?  

 4 )완전한 의, 의의 전부이신 그리스도처럼 되는 일에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은 결코 멈춰서도 결코 만족할 수 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주십니다. 풍성히, 배부르도록, 그리고 만족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도록 채워주십니다. 다음 구절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보세요. 

 

    1) 시편 107:9 

    2) 시편 34:10 

    3) 시편 23:1 

    4) 시편 23:5 

    5) 예레미야 31:14 

    6) 요한복음 4:14 

    7) 요한복음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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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마태복음 19 장 16-22 절을 읽으십시오.  

 

     1) 왜 예수님께서 17 절에서 재물 많은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을까요?  

 

     2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젊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것은 그의 많은 재물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영생에 대한 그의 주림이    

조건적(마음의 문제)이었기 때문이었나요? 

 

    4) 만약 부자 관원이 당신이라면, 주님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요? 

 
 

 적용: 

1. 팔복에서 말씀하신 행복과 당신이 정의한 행복의 개념을 비교해보십시오. 그리고 신중하게 답해보세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누가복음 16 장 19-31 절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해결 방법이 없는 늦은 목마름을 경고합니다. 당신 주위를 

돌아보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나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